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Buy Electric Vehicle Metals? (EV 금속을 사야 되는 이유) 

 

The Electrification Supercycle 

전기화 수퍼사이클 

(1) The demand for metals—such as lithium, cobalt and nickel—means that there is only one way 

to feed an electrifying world: higher prices. 

리튬, 코발트 및 니켈과 같은 금속은 전기화 세계를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

요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Lithium prices have soared since 2015 and in early 2017, the industry recognized that there will 

soon be shortages of cobalt. We believe that class I nickel, which has yet to move substantially 

and is priced at 27% of its 2007 high, will become one of the biggest benefactors of the 

Electrification Supercycle. 

업계에서 조만간 코발트가 부족할 것이라고 인식이 되자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리튬 가

격은 급등했습니다. 실버불리온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심하지 않고 2007년 최고가의 25% 가

격에 이르는 1급 니켈이 전기화 수퍼사이클에 의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Lithium (리튬) 

2015년 

4배 상승 

 

Cobalt (코발트) 

2017년 

3배 상승 

 

Nickel (니켈) 

다음 상승은? 

읽어보기 

(3) Own the kind of metal being hoarded by battery, electronics and car manufacturers, and get 

direct, long term exposure to the coming supply squeeze pushed by the electrification 

supercycle. 

배터리,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속의 보유량이 전기 공급 수퍼사이

클 시대에 의해 장기적인 공급 압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Nickel


(4) We create a market on these physical metals and ensure buy/sell volume liquidity by working 

with LME brokers and refineries, while also allowing customers to borrow against their holdings 

via the Peer to Peer Lending platform. 

실버불리온은 이러한 현물 금속에 대한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고 LME(런던금속거래소) 중개인 

및 제련소와 협력하여 구매 ∙ 판매 수량의 유동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고객이 P2P 대출 플랫

폼을 통하여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Participate in the EV revolution 

전기자동차(EV) 혁명에 참여 

(1) Our electric vehicle (EV) metal parcels are packaged in 250kg (551lb) industrial drums or 2 ton 

(4,409lb) bulk bags. These parcels contain battery-grade metals used in battery manufacturing. 

전기 자동차(EV) 금속 물품은 250kg 산업용 드럼 또는 2톤의 벌크백(bulk-bag)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배터리 등급의 귀금속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2) The drums and bulk bags fulfill the industry standard requirements for security, size, rates, 

logistics, accessibility, material handling, delivery points, and permitting to ensure liquidity. 

산업용 드럼과 벌크백은 보안, 크기, 비율, 물류, 접근성, 자재 취급, 배송 지점 및 유동성 확

보에 대한 산업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EV parcels are uniquely identified physical property, audited by Ernst & Young LLP and Bureau 

Veritas, fully insured against loss, guaranteed to be genuine, and stored in an LME-approved 

warehouse in Singapore to allow for seamless liquidity solutions. 

전기자동차(EV) 금속 물품은 Ernst & Young LLP와 Bureau Veritas의 감사를 받아 고유한 물리

적 자산으로 검증 되었으며, 전액 보험 가능, 진품 보장 및 원활한 유동성을 위해 LME로부터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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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Dux
https://youtu.be/5Di_iIs9hnY


인증 받은 싱가포르의 창고에 보관됩니다. 

(4) EV parcels can be bought and sold online 24/7 based on LME cash pricing, with additional 

competitive mark-up. They can serve as collateral to easily obtain low interest peer to peer 

loans. EV parcels can be delivered on demand. 

전기자동차(EV) 금속 물품은 LME 현금 가격을 기준으로 연중무휴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 ∙ 

판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담보로 설정하여 저금리를 이용한 P2P 대출 쉽게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전기자동차(EV) 금속 물품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Electric vehicle metals offered 

Cobalt (코발트) 

Typically packed in 250 kg 

drums with a minimum 99.8% 

purity in briquette or cut 

cathode forms. Current average 

delivery time is four weeks. 

코발트: 일반적으로 단관 상태 또는 절단하여 

음극 형태로 최소 99.8%의 순도로 250kg 드럼

에 포장됩니다. 현재 평균 배송 기간은 4주입

니다. 

 

Class I Nickel (등급 I 니켈) 

Sold and packed in 250 kg 

drums or 2,000 kg bulk bags 

as minimum 99.8% pure Class 

I briquettes. Current average 

delivery time is four weeks. 

1등급 니켈: 최소 99.8% 순수 1등급 니켈으로 

250kg 드럼 또는 2,000kg 벌크 백으로 포장 

및 판매 됩니다. 현재 평균 배송 기간은 4주입

니다. 

Other electric vehicle metals. (기타 전기 자동차 금속)

Lithium 

Reacts with humidity and can be explosive 

when exposed to air or water. It is also corrosive 

and produces poisonous fumes. We do not 

offer lithium purchasing options nor storage 

solutions. 

리튬: 습기에 반응하며 공기나 물에 노출되면 

폭발 할 수 있는 금속입니다. 또한, 부식성이 

강하며 유독 가스를 생성합니다. 리튬 구매 옵

션이나 보관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Copper 

Copper’s low price and bulkiness make it 

expensive, as a percentage of its value, to store. 

We currently do not see enough demand to 

offer a copper storage option. 

구리: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양의 구리를 보관

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구리 보

관 옵션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Cobalt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Nickel


Graphite 

Forms the anode of almost every battery, but 

can be easily produced synthetically. It is 

unlikely to appreciate substantially as demand 

increases. We do not offer graphite storage. 

흑연: 대부분의 배터리는 양극을 형성하지만 

합성적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흑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는 흑연 보

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Bulk Metals 

Manganese, aluminum and silicon are also used 

in these batteries but supply is plentiful and no 

shortages are expected. 

벌크 메탈: 배터리에는 망간, 알루미늄 및 실리

콘도 사용되지만 공급은 충분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he shift to electric vehicles is accelerating. 

전기 자동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 

(1) The electric vehicle revolution is undeniable.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xpects th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on the road to increase from 2 million in 2016 to 70 million by 2025. 

전기자동차의 혁명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

하면 전기자동차의 수는 2016년 200만대에서 2025년에는 7,000만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2) This number will increase substantially, as stringent combustion engine restrictions are being 

implemented by governments. China will require that 12 percent of all vehicles sold in the 

country must be electric by 2020. The French and British governments plan to end the sale of 

new petrol and diesel vehicles by 2040. The Indian government has set a target for every vehicle 

sold in the country to be powered by electricity by 2030. 

이 수치는 정부가 연소 기관 엔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면서 크게 증가 할 것입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12%가 전기 자동차 판매를 목표하고 있

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판매를 종료할 계획

이며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3) This shift is propelled by battery costs which have fallen tremendously from around USD 1,000 

per kilowatt hour (kWh) in 2010 to around USD 150 per kWh in 2018, making EV cars much 

more powerful and inexpensive. Falling battery prices mean that the production of electric 

vehicles is becoming cheaper than that of traditional vehicles, as EVs require only half the 

production floor and capital expenditures compared to equivalent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cars. 



이러한 변화는 2010년 킬로와트(kWh)당 약 USD 1,000 에서 2018년에는 USD 150 로 크게 떨

어진 배터리 비용으로 인해 저렴해진 가격과 함께 전기자동차는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배터

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 자동차의 생산 가격이 기존 자동차보다 저렴해지고, 전기 자동차는 

동등한 내연 기관(ICE) 자동차에 비해 절반의 원가와 자본 지출만 들어갈 것입니다. 

         

(4) The demand for EV batteries is hitting an inflection point, causing more capital to be invested 

into gigantic factories, which lowers costs through economies of scale, and applied research 

that increases power efficiencies. These investments in turn will further reduce unit prices of 

each car, thereby creating even greater demand in an upward spiral that will see a massive shift 

towards electric vehicles.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대규모 

공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낮추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투자는 각 차량의 단가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전기자동차로서의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상승하는 나선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킵니다. 

(5) For example, Tesla was initially set to double world lithium ion battery production with its 

pioneering Gigafactory, but is now planning to build four additional such factories.  

예를 들어, Tesla는 초기에 Gigafactory를 만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계획하였지만 현재는 목표를 넘어 4개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6) Mainstream car manufacturers are now focusing heavily on EVs, with hundreds of new EV 

models under development, ensuring a tremendous battery demand growth. Volvo, for example, 

has announced that it will cease the production of pure combustion engine cars by 2019, and 

Volkswagen has signed a 25 billion USD deal to procure battery supplies and will convert 16 

factories to produce electric vehicles. 

현재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수백 가지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기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보는 2019년까지 

순수 연소 엔진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폭스바겐은 배터리 공급을 위

한 2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16개의 공장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

표했습니다. 

https://www.tesla.com/en_GB/gigafactory?redirect=no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13/vw-secures-25-billion-battery-supplies-in-electric-car-surge


 

An increase in electric vehicle production, plus initiatives by government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demand for nickel & cobalt 

 

Collin Kettel, CEO of Palisade Global Investments Ltd, discusse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nickel & Cobalt 

 

Evolving battery chemistries determine future metal demand. 

진화하는 배터리 화학으로 향후 금속 수요 결정 

Lithium ion batteries have three key components: 

리튬 이온 배터리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The cathode determines performance and cost. 

음극은 성능과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Batteries have to compromise between energy, capacity, costs, life cycle, safety, operating allowances 

and other factors. The cathode chemistry determines how good a battery is and what metals are 

https://youtu.be/lszYGk6QKyc
https://youtu.be/_y-M8ehfWUw


needed. The following are the various formulations: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 비용, 수명주기, 안전, 작동 수당 및 기타 요인 사이에서 구성됩니다. 음극 

화학은 배터리의 상태와 필요한 금속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금속의 설명입니다: 

Nickel manganese cobalt (NMC). Nickel provides the performance, cobalt keeps the battery safe 

and manganese allows for high current discharge without heating up excessively. The more nickel 

is used, the more powerful and inexpensive the battery becomes but it must be more carefully fine-

tuned to maintain safety. This chemistry has high energy density and a long life span. 

니켈 망간 코발트(NMC): 니켈은 성능을 제공하고 코발트는 배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며 망간은 

과열을 방지하여 높은 전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니켈을 많이 사용할수록 배터리가 더 

강력하고 저렴해지지만 안전을 유지하려면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 화학 물질은 에너

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깁니다. 

There are three reference NMC generations: 

NMC 생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NMC111 containing 33% Nickel and 33% Cobalt is the simplest 

33%의 니켈과 33%의 코발트를 함유한 NMC111가 가장 단순합니다 

 NMC622 contains 60% Nickel and 20% Cobalt, greatly improving the power/cost ratio 

NMC622는 60%의 니켈과 20%의 코발트를 함유함으로써 전력/비용 비율을 크게 향상시

킵니다. 

 NMC811 contains 80% Nickel and 10% Cobalt, the highest theoretical performance vs. cost 

NMC811에는 80%의 니켈과 10%의 코발트 함유함으로써 이론상 비용 대비 최대의 성능

을 발휘합니다. 

Lithium nickel cobalt aluminum (NCA). A power/costs improvement over NMC 111 because it 

increased the percentage of nickel while reducing expensive cobalt. Tesla uses this extensively but 

will likely switch to the 3rd generation NMC811 chemistry once mature. NCA has relatively lower 

energy density but a long-life span.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NCA): 고가의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면서 니켈의 비율을 증가 시켰기 

때문에 NMC111에 비해 전력/비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Tesla는 이러한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

용 중이지만 향후 3세대 NMC811 화학으로 전환 될 것으로 보입니다. NCA는 에너지 밀도가 비교

적 낮지만 수명이 깁니다. 

Lithium cobalt oxide (LCO). Used extensively in the portable electronics industry, e.g. in iPhones, 



this chemistry has good performance but, due to its very high cobalt usage (around 55%), is 

expensive. LCO has a high energy density but a short life span.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LCO): 휴대용 전자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는 이 화학은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코발트 사용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약 55%) 가격이 비쌉니다. LCO는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수명은 짧습니다. 

Lithium iron phosphate (LFP). Intrinsically safer than other chemistries but not nearly as powerful 

as NMC811. This was the early preferred choice in China, but the trend is now to switch to NMC 

which meet the minimum energy density levels required to qualify for Chinese government subsidies. 

리튬 인산 철(LFP): 본질적으로 다른 화학보다 안전하지만 NMC811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LFP

는 초기에 중국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

지 밀도 수준을 충족하는 NMC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Lithium manganese oxide (LMO). It was used in early EVs, such as the Nissan Leaf, because of its 

high reliability. LMO's downside is low cell durability and mediocre power compared to competing 

technologies. 

리튬 망간 산화물(LMO):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닛산 리프(Nissan Leaf)와 같은 초기 전기자동차에 

사용되었습니다. LMO의 단점은 경쟁 기술에 비해 낮은 셀 내구성과 평범한 성능입니다. 

 

“Lithium ion batteries should be called nickel graphite” Elon Musk, Tesla Founder / CEO 

 

The industry is moving toward NMC811 

업계는 NMC811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NMC811 is widely expected to become the preferred cathode chemistry for EV as it will have the 

best power to cost ratio. NMC811 is expected to drive battery prices well below USD 100 per kWh 

and enormous NMC production capacity is currently being setup. 

최고의 전력 대비 낮은 비용을 자랑하는 NMC811은 전기자동차용으로 가장 좋은 음극 화학이 될 

https://www.youtube.com/watch?v=HmygPqI0-rw
https://youtu.be/HmygPqI0-rw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NMC811은 현재 막대한 NMC 생산 용량으로 인해 배터리 가격이 키

로와트(kw)당 USD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attery production realities are such that class I nickel and cobalt will remain the primary EV cathode 

metals for the next few decades. Promising improvements are the advent of solid state batteries 

and potentially graphene coatings. Solid state batteries could replace the liquid lithium electrolyte 

with a solid electrolyte which could make them safer, more compact and faster charging. 

현실적으로 배터리 생산은 1등급 니켈과 코발트가 향 후 몇 세기 동안 주된 전기자동차 음극 금

속이 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고체전지와 그래핀코팅의 출현입니다. 고체전지는 액체 리튬 전

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교체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더 작고 더 빠르게 충전될 것입니다. 

Solid state batteries will change the electrolyte, thereby possibly changing the “lithium-ion” 

designation and with batteries potentially not requiring lithium at all. However, the NMC811 cathode 

chemistry and the role of nickel and cobalt will essentially remain the same. 

고체배터리는 전해질을 변경함으로써 지정된 “리튬 이온”을 변경하고 잠재적으로 리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MC811과 같은 음극 화학과 니

켈과 코발트의 역할은 계속해서 남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