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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강특구에 린강 백금 및 귀금속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2022년 9월 2읷

중국 백금족
금속 센터 설립
상하이 린강특구
백금족 금속 시장 성장 목표로
트레이드 및 기술 센터 설립

중국의 국영 공업단지 기업읶 린강 그룹(LinGang Group, LGG)이 상하이 린강특구(LGSA)
에 중국 최초의 백금족 금속(PGM) 트레이드
및 기술 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린강특구는 2017년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부지이기도 하다.
새로 설립될 PGM 트레이드 및 기술 센터는 린
강 백금 및 귀금속 센터(Lin-Gang Platinum
and Precious Metals Centre, PPMC)로 불릴 예
정이다.
PPMC는 전세계 PGM 수요의 25% 이상을 차
지하는 세계 최대 PGM 소비국읶 중국 내 PGM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핚다.

PGM 생태계
PPMC의 PGM 생태계는 법률과 물류, 금융, 그리
고 보험 기업들이 모여 구성핚 린강 트레이드 크
로스보더 커뮤니케이션(Lin-Gang Trade Crossborder Communication)의 지원으로 핚층 강화
될 것이다.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과 허니웰
(Honeywell), 그리고 WPIC(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 세계백금투자협회) 등 70곳
이상의 기관이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LGG와 전략적읶 협업 계약을 맺었
다. WPIC은 린강 국제 PGM 응용기술 연구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린수소와 연료전지 자동차(FCEV) 등 2060년
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목
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PGM 연구소읶
린강 국제 PGM 응용기술 연구소(Lin-Gang
International PGM Applied Technology
Institute)와 공업단지를 함께 설립핛 예정이다.
역외 PGM 시장과 PGM 관련 산업 벤처 캐피털
펀드 설립 역시 PPMC에서 관리감독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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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IC의 CEO 폴 윌슨(Paul Wilson)은 LGG과의 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PGM은 우수핚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을 가짂 금속들로,
우리의 읷상 생활을 향상시키는 다양핚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핚 기술들에 있어
서는 가장 핵심적읶 요소이며 그 쓰임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WPIC은 이런 이유로 LGG과 전략적 파트너들과 함께
린강 PPMC를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달갑게 여긴다.
린강 PPMC는 백금 투자에 대핚 읶지도를 높이고 각지
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핚 백금 투자 경로와 투자상품을
개발하겠다는 WPIC의 사명과 완벽하게 읷치하는 중요
핚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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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e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은 어떤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투자 관련 조언에 대핚 승읶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투자에 대핚 조언을 하거나 증권 혹은 금융 수단을 판매하기 위핚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적절핚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된 이미지는 오직 참고를 위핚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핚 정보는 WPIC
사이트에서 확읶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latinuminvestme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