
 

Class I Nickel 

Class I 니켈 

 

(1) Silver Bullion sells Class I battery-grade nickel parcels, in 

the form of 250 kg (551 lb) industrial drums or 2 ton (4,409 

lb) bulk bags.  

실버불리온은 250kg(551lb)산업용 드럼 또는 2톤(4,409lb)

의 벌크 백에 포장되어 있는 1등급 니켈(배터리 등급) 상품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These parcels are uniquely identified physical property, 

tracked in our parcel ownership list, audited by Ernst & Young LLP and Bureau Veritas, fully 

insured against loss, guaranteed to be genuine, and stored in Singapore. 

해당 상품들은 실버불리온의 소유권 목록에 의해 추적이 가능하며 Ernst & Young LLP 및 

Bureau Veritas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진품 보장이 

되고 싱가포르에 보관됩니다. 

(3) Being your property, these parcels can be sold 24/7, used as collateral for low interest peer-to-

peer loans, or taken delivery of. 

구입 제품은 고객의 소유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판매할 수 있고 낮은 이자를 이용한 개인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배송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Storage fees for nickel parcels are fixed at 76.28 SGD (55.65 USD) per 250 kg parcel per year. 

In percentage terms, the storage fee: 

니켈의 보관 수수료는 250kg 기준으로 연 76.28 SGD (55.65 USD)입니다. 백분율로 보관 수

수료를 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is 1.51% of the current nickel price 

현재 니켈 가격의 1.51% 

▶ will be 0.75% if nickel doubled in value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ell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aspx


니켈 가격이 두 배가 되면 0.75% 

▶ will be 0.50% if nickel tripled in value 

니켈 가격이 세 배가 되면 0.50% 

(5) Any unused storage will be refunded upon sellback or delivery. 

사용되지 않은 보관료는 판매 또는 배송 시 환불해드립니다.  

 

Class I nickel is at 26% of its 2007 high, and will be in great demand 

1등급 니켈 가격은 2007년 최고가 대비 28% 가격으로 형성되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수요가 엄청날 것입니다. 

(1) The outlook for Class I nickel is one of deepening deficits, falling stocks and rising prices. The 

widely anticipated expansion in electric vehicle (EV) production and sales is likely to exacerbate 

the predicted structural shortage in nickel. Furthermore, as less than half of the nickel supply 

can be used for batteries, we will likely see an increasing price premium for high purity Class I 

over Class II nickel. 

전기 자동차(EV) 생산 및 판매 확대로 인하여 니켈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게다가, 공급량 중 절반 이하의 니켈만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버불리온은 

2등급 니켈에 비해 순도가 높은 1등급 니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2) Class I nickel is trading around 14,932 USD per ton, a 28% of its 2007 high of 54,000 USD per 

ton. Based on our conversation with two nickel mining CEOs, it is unlikely that new Class I 

production will come online unless nickel prices remain over 30,000 USD per ton for a sustained 

period of time. The high cost and risk of converting Class II nickel to Class I means that a 

sustained price of 55,000 USD per ton is needed to make the process profitable. 

1등급 니켈은 2007년에 톤(ton)당 USD 54,000인 최고가를 갱신했지만 현재는 28% 수준인 톤

(ton)당 USD 14,932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니켈 광산 CEO와의 대화를 토대

로 볼 때, 니켈 가격이 지속적으로 톤당 USD 3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새롭게 생산된 1등

급 니켈은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등급 니켈을 1등급으로 변환하

는 데 있어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톤당 USD 55,000의 가격이 필요

합니다. 



 

 

Only high purity Class I nickel is usable for batteries 

오로지 1등급 니켈만이 배터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Nickel is traditionally used in steel production. Nickel prices skyrocketed to 54,000 USD per ton 

in 2007 when the Chinese construction boom, and steel demand, peak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teel is typically alloyed with low purity Class II nickel, which is unsuitable for batteries. 

The construction demand surge eventually caused large amounts of cheap, low grade Class II 

nickel supplies to accumulate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whose abundance, once the 

construction boom ended, caused a nickel price crash to around 10,000 USD per ton. 

니켈은 철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니켈 가격은 중국 건설붐과 철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2007년에 USD 54,000까지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철을 생

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터리에 필요한 1등급 니켈이 아닌 2등급 니켈입니다. 건설 수

요 급증은 결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값싸고 2등급 니켈 공급량을 대량으로 축적하게 만들

었고, 그 풍부함은 건설붐이 끝나자 니켈 가격이 톤당 약 USD 10,000으로 폭락하게 했습니다.  

(2) The low nickel prices and large Class II supply in turn made it increasingly unprofitable to 

operate high cost Class I nickel mines, curtailing Class I nickel production. This resulted in a 

worldwide mining shift towards lower grade Class II nickel, thereby substantially reducing the 

percentage of nickel that is suitable for efficient battery production. 

저렴한 2등급 니켈 가격과 방대한 공급량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1등급 니켈 광산을 

운영하는 것은 점점 더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배터리에 

사용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1등급 니켈 생산을 줄이고 낮은 등급에 비용이 저렴한 2등급 니

켈 생산으로 옮겨 갔습니다. 

(3) According to McKinsey’s 2017 report, Class I nickel supply suitable for battery production 

represents approximately half of the global supply of 2.1 million metric tons (mT) – although 

only 0.35 million mT are available to be processed into powder and briquettes that could be 

used to produce the nickel sulphate needed for batteries. For the full report, refer to The future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Metals%20and%20Mining/Our%20Insights/The%20future%20of%20nickel%20A%20class%20act/The%20future%20of%20nickel%20A%20class%20act.ashx
https://youtu.be/j9fE0sEtlJM


of nickel: A Class Act by McKinsey. 

McKinsey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배터리 생산에 적합한 1등급 니켈 공급량은 전세계적으

로 210만 메트릭톤(metric ton)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에 필요한 황산

염을 생산할 수 있는 분말과 연탄으로 가공할 수 있는 용량은 0.35만 메트릭톤(metric ton)에 

불과합니다. 전체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니켈의 미래: Class Act by McKinsey”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mand for Class I nickel in high-performance batteries will increase exponentially 

잠재적으로 고성능 배터리로 인한 1등급 니켈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1) NMC (nickel, manganese, cobalt) and NCA (nickel, cobalt, aluminum) chemistries are the most 

promising cathodes for lithium-ion electric vehicles and the type used by Tesla cars. These 

batteries rely on nickel sulphate (NiSO4), which in turn is made from highly refined Class I nickel 

to obtain their high energy density storage. In this chemistry, cobalt is used as a stabilizer 

whereas nickel stores the power. 

NMC(니켈, 망간, 코발트)와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은 화학에서 가장 유망한 음극이고 

리튬이온 전기 자동차와 테슬라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높은 에너

지 밀도를 보관 하기 위해 고도로 제련된 1등급 니켈로 만들어지는 황산니켈(NiSO4)을 사용

합니다. 화학에서 코발트는 안정제로 사용되는 반면 니켈은 전력을 저장합니다. 

(2) Early NMC batteries utilized a 1-1-1 ratio of nickel, cobalt and manganese. As of 2018, advanced 

high performance batteries utilize a more powerful 6-2-2 chemistry, implying that 60% of the 

battery cathode is made up of nickel. In the next decade, the industry will transition to a new 

generation of performance, and lower cost per kWh, made possible by 8-1-1 batteries having 

an 80% nickel composition. 

초기 NMC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및 망간 비율을 1:1:1로 사용했습니다. 2018년 현재, 첨단 

고성능 배터리는 더욱 강력한 6-2-2 화학을 사용하므로 60%의 배터리 음극이 니켈로 이루어

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업계는 새로운 세대의 80% 니켈 성분을 가진 

8-1-1 배터리를 개발하여 키로와트(kWh)당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The 8-1-1 chemistry is expected to bring the cost per kWh below 100 USD, further increasing 

EV demand and battery volumes. This chemistry is not expected to meaningfully change over 

the next decade (upcoming solid-state batteries and graphene enhanced batteries will use a 

similar 8-1-1 cathode chemistry), and vast production facilities are now being constructed to 

produce batteries requiring massive amounts of Class I nickel.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Metals%20and%20Mining/Our%20Insights/The%20future%20of%20nickel%20A%20class%20act/The%20future%20of%20nickel%20A%20class%20act.ashx


8-1-1 화학은 kWh당 비용을 USD 100 이하로 낮춰 전기자동차 수요와 배터리의 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이 향후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현재 대규모 생산 설비를 건설하여 1등급 니켈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향 후 전고체 배터리와 그래핀 강화 배터리는 8-1-1 양극 화학을 이용

할 것입니다. 

(4) The following slides were presented in 2017 by Vale, one of the largest mining conglomerates 

worldwide, on the expected impact of electric vehicle on nickel demand. 

다음 슬라이드는 세계 최대의 광업재벌의 하나인 Vale가 2017년에 보고한 니켈의 수요가 전

기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