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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 House 대여 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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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며 금과 은에 대한 인식이 바

뀌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아닌 안전한 사법권 내에

서 보호되는 민간 기관에 금과 은을 보관하는 것은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가

장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간편성은 거래상대방 위험의 복잡한 구조

를 포함한 전형적인 금융 상품과는 선명하게 대조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금융 상품들은 결국 부채

로 복잡하게 구동되고 취약한 금융 환경에서 레버

리지를 과도하게 이용한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채권

입니다.

해당 거래 사슬에 엮여있는 고리 중 한 고리에

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문제는 순식간에 

퍼질 것이며 거래상대방의 유동성 문제를 초래

하여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

고 제3자의 신용도에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

물 금과 은을 보유한다는 것은 화폐가치 하락과 채

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

다.

전형적인 은행가인 J.P. Morgan은 1912년 미국 의

회에서 금은 어떤 다른 이의 부채가 아니라는 사실

을 언급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금을 말하며, 그 이

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짧고 간결하게 연설했

습니다.

통화위기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보험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적자 그리고 

증가하는 달러의 정치화로 인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요소가 충족되면, 이러한 의심은 미

국 달러화의 탈출 러시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탈출 러시는 느리게 진행되거나 또는 갑작스럽고 극

적일 수도 있습니다. 겨우 몇개의 통화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체재로 볼 수 있으므로, 실물 금과 은을 

보유한 자는 그러한 거대한 추세에서 안전 자산을 

가지는 몇 안되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주류 투자자들이 귀금속 투자에 대해 여전히 기피하

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귀금속 투자 기회는 

증가합니다. 귀금속 보유율이 1980년대에는 일반적

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8%에 달했지만 오늘날에는 

미국의 투자 가능 자산의 0.5% 미만이기 때문입니

다.

주식, 채권, 화폐와 달리 실물 귀금속은 마음대로 찍

어내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 가격

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격이 상승할 수밖

에 없습니다. 1980년대 평균 수준으로 귀금속 수요

가16배 증가한다면, 막대한 부가 귀금속 보유자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왜 금(金)과 은(銀)인가?

인플레이션 헤지

금과 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보존되는 희

소한 실물 자산인 반면 미국 달러, 엔, 유로 및 위안

과 같은 법정 통화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구매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통계국에 의하면 미국 달러는 1913

년부터 현재까지 98% 이상 구매력을 상실하였

으며 이는 연 평균 3.2% 하락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실물 금과 은의 내재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폐의 가치는 지

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실물 금과 은은 유한적인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빨리 하락할

수록 귀금속의 가격은 더욱 빨리 상승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출범한 이

후, 달러로 환산한 금값은 1913년 온스당 

$18.92 였지만 2019년 3분기에는 온스당 

$1,500까지 상승했습니다. 106년동안 금값은 

연간 4.2%가 상승한 반면, 달러의 구매력은 연간 

3.2% 하락했습니다.

그러므로 귀금속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대

비할 수 있으며 안전자산 선호도의 최고점을 찍는 

통화위기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금은.. 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경우, 금 재고는 다시 새롭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 대
차대조표에 금이 있다는 것은 신뢰를 하게 해줍니다."

네덜란드국립은행, 2019년 10월



“금” 시대를 막론한 검증된 자산이자 보험

1913년 이후 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 미국달러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하락

금과 은은 5,000년 이상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저

장 수단으로 사용 되어왔습니다. 통화와 문명은 수

천 년간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했지만, 어떤 문화

에서든 금과 은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대체 가능

한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귀금속은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때 부의 

대체 저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1914년 독일은 화

폐의 금 태환을 포기하고 법정통화를 지원하지 않

는 파피어마르크(Papiermark)를 만들었고, 필요에 

따라 화폐를 찍어냄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 자금

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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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까지 파피어마르크(Papiermark)의 가

치에 대한 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실물 

자산을 구매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실물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습

니다. 결국 통화 위기는 통화에 대한 신뢰가 완전

히 상실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폭발했습니

다.

무용지물이 된 종이 화폐로 인해 보험에 의존했던 

미망인들은 궁핍해졌습니다. 저축과 생명 보험

은 가치가 없게 되었고, 전체 연금으로 커피 한 

잔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피어마르크(Papiermark)는 국민들이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한 금 태환 통화로 대체되었지만, 

생명보험과 저축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그들의 

분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 가격은 1919년과 1923년 사이 170 

마르크에서 87조 마르크까지 인플레이션율보다 

1.8배 빠르게 증가해 금 보유자의 구매력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은 귀금

속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하듯이 1918년 12파

피어마르크에서 1923년 5,430억 파피어마르크

까지 증가했습니다.

금본위제를 실시했던 1913년부터 

1971년까지 58년간 달러는 꾸준

히 30%의 구매력을 유지하였기 때

문에 미국 정부의 지출이 효율

적으로 통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금 태환을 포기한 

이후부터 정부의 적자와 화폐

의 발행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부터 2019년까지 달러

의 구매력은 1971년 가치의  4%인 

상태까지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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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금본위제 폐지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열, 전기 전도성과 반사율이 

가장 높으면서 강력한 천연 살균제이기도 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은은 기타 금속을 채굴

하면서 나오는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의 대

체재를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은은 꾸준하게 

상업적 수요로 이어질 것이고 사용량은 증가될 것 

입니다. 그러기에 은의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은은 공급 부족

으로 인해 미래 시점의 은 가격은 상승 불가피 합니

다.

"은" = 화폐

역사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은은 많은 국가로부터 부를 

축적하고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은

은 국제 무역에 최초로 사용된 통화이며 모든 

현대 통화의 기반이 됩니다. 

군인들도 은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은을 위해 전

쟁에서 싸웠습니다. 화폐로서 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불어(argent)와 스페인어(plata)에서의 

돈은 모두 “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리고 중국어에서는 여 · 수신을 담당하는 금융 

기관을 “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은" 필수적인 존재 

"은" = 저평가
지난 수십 년간 은의 수요량은 채굴량에 비해 높았

으며 Thomson Reuters 2018의 World Silver 

Survey에 따르면, “지상에 확인 가능한 은 보유

량”은 금의 보유량 190,400톤에 비해 낮은  

86,651톤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Thomson Reuters의 통계에 따르면 1 온스 은 보

유량 당 2.2 온스의 금 보유량에 대응됩니다.

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과 은의 가격은 역사상 

대략 1대16, 즉 1온스 금의 가격이 16온스 은의 가

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스당 금 가격

이 가장 높았을 때에는 금은비가 93까지 도달했습

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금은비가 80 이상을 초과

할경우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합

니다.

"은" = 부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미국 달러를 금

과 은의 대체물로 인식하게 되었고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과도한 발행

으로 인해 미국은 1968년에 은본위제를 폐지하였

고 3년 후에는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법정 화폐 

시스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본위제 폐지 이후 미국 정부가 소유한 15.4억 온

즈에 달하는 은은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의 막대한 공급은 현대 상업 발전에 사용되

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소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에 사용되는 은은 단지 몇 

그램에 불과하지만 낮은 가격을 고려할 때 이를 회

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지

난 50년동안 채굴된 절반 이상의 은은 전자제품에 

사용되었고 수명을 다하여 쓸모가 없게 되자 폐기 

후 매립되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의 은 보유량은 

소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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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의 교환비율

“금과 은의 교환비율”이라 함은 금을 구입하는데 

있어 은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만약 은 가격이 $15,  금 가격이 $1,305라고 가정

했을 때, 금은비가 8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다시 말해, 1 온즈의 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87 온즈의 은이 필요합니다. 

금은비는 역사적으로 각 귀금속 가격이 얼마나 저

평가 또는 고평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도 사용됩니다. 금은비가 낮을 경우(예: 50 이하), 

금이 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

로 비율이 높을 경우(예: 80 이상), 은이 금에 비

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1985년 후로 

금은비는 3~5년을 주기로 50~80 사이에서 변동

되었습니다.

금은비 80-50 법칙 

금∙은 교환 법칙은 보유중인 귀금속을 저평가된 귀

금속으로 전환시켜 전체 보유량을 증가시키기 위

해 만들어졌습니다.

80-50 법칙이란 금은비가 약 80일 때 금을 은으로 

교환하고 반대로 약 50일 때 교환한 은을 다시 금

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1985년인 시세에 80-50 법칙을 적용할 경우, 현

재까지 일곱번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결과 1 온즈의 금이 4.9 온즈의 금(또는 이와 

유사한 수량의 은)으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85년 1월 1

일에 한 투자자가 1 온즈의 금을 구입했다고 가

정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금 가격은 온즈당 

$306.25에 불과했지만 2019년 10월 1일자로 금 

가격은 온즈당 $1,498로 증가하였고 389%의 자

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50 법칙을 활용했을 경우, 4.9 온즈가 증가하

여 4.9배인 2,296%의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었

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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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ilver Bullion Pte Ltd

금은비 80-50 법칙
Multipies your bullion by 4.9 times over 34 years

최근 금은비가 궁금하시면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silverbullion.com.sg/GoldSilverRatio


싱가포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

는 귀금속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였습니

다. 2012년 10월부로 싱가포르 정부는 투

자용 귀금속에 대한 GST(물품용역세) 

면세를 해줌으로써 귀금속 업계는 급속도

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를 귀금속 허브

로 발전시키고자 투자용 귀금속의 제련과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싱가포르 귀금속 매매업자는 홈페이지에 

판매 가격과 매입 가격을 일반적으로 대중

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

르에서 귀금속을 매매업자에게 쉽게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뛰어난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제작된 영국 브리파티
아 금·은 제품만 해당.

**싱가포르 국세정(IRAS)의 Investment 
Precious Metals 세금면제 가이드 인용.

IPM**으로 분류된 귀금속 제품

(i) America Buffalo
(ii) Australia Kangaroo Nugget
(iii) Australia Lunar
(iv) Austria Philharmonic
(v) Canada Maple Leaf
(vi) China Panda
(vii) Malaysia Kijang Emas
(viii) Mexico Libertad
(ix) Singapore Lion
(x) United Kingdom Britannia*
(xi) Canada Call of the Wild series
(xii) United Kingdom Lunar
(xiii) UK The Queen's Beasts series
(xiv) Australia RAM Kangaroo
(xv) Australia Dragon Rectangular
(xvi) United Kingdom Royal Arms

(i) America Eagle
(ii) Australia Kookaburra
(iii) Australia Koala
(iv) Australia Lunar
(v) Austria Philharmonic
(vi) Canada Maple Leaf
(vii) China Panda
(viii) Mexico Libertad
(ix) United Kingdom Britannia*
(x) Australia Saltwater Crocodile
(xi) Canada Wildlife series
(xii) Canada Birds of Prey series
(xiii) United Kingdom Lunar
(xiv) Armenia Noah’s Ark
(xv) Australia Kangaroo
(xvi) UK The Queen's Beasts series
(xvii) Australia Funnel-Web Spider
(xviii) Canada Superman™ S-Shield
(xix) Canada Tree of Life
(xx) South Africa Krugerrand
(xxi) Australia Dragon Rectangular
(xxii) United Kingdom Royal Arms

(i) America Eagle
(ii) Australia Koala
(iii) Australia Platypus
(iv) Canada Maple Leaf
(v) Austria Philharmonic
(vi) United Kingdom Britannia
(vii) United Kingdom Lunar
(viii) UK The Queen’s Beasts series
(ix) Australia Kangaroo
(x) Australia Lunar

싱가포르에서 면세 제품
투자용 귀금속 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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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 실버코인:

플래티늄

면세 조건
투자용 귀금속 제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순도: 은 = 최소 99.9%, 금 = 최소 

99.5%, 플래티늄 = 최소 99% 이상,

금과 은의 경우, 런던귀금속시장협회

(LBMA)의 물품배송목록(Good Delivery 

List)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

는 제련소로부터 제련된 제품이어야 하

며, 플래티늄의 경우 런던 플래티늄/팔

라듐 시장(LPPM)의 물품배송목록

(Good Delivery List)에 등재되어 있거

나 등록된 적이 있는 제련소로부터 제련

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품질 보증 표시 또

는 특징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LBMA/LPPM 물품배송목록(Good 

Delivery List)에 등재된 제련소의 품질 

보증 표시 또는 특징이 귀금속(bar, 

ingot, wafer)에 표시가 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 현물 가격 기준으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

•

•

•



2008년, 귀금속의 중요성과 역할이 다시 저를 각성

시켰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써 그리고 금융인으로

써 오랜 기간동안 종사했으며 심지어 대형 은행

을 위해 맞춤형 파생상품인 "구조화 상품"을 개

발하는 금융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리먼브라더스

의 사태가 발생한 2008년 말까지 저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Commerzbank의 수석 데이터 설계자

였습니다.

오직 소수의 투자자들만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얼마

나크고 복잡하게 노출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

다. 그 규모는 약 $10억, 즉 1,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너무나 크고 거래 내역들은

복잡하고 불투명하기에 아무도 파생상품이 세계 금

융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위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세요.
 -Gregor Gregersen의 메세지

점을 제거함으로써 실버불리온 및 고객들로 하여

금 다음의 체계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단지 복잡한 도박

일 뿐입니다. 은행들은 거래상대방의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과세를 최적화하고 수익을 활용하여 리스

크 관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

스크 관리는 모든 상대방 X의 매수 포지션과 기업 Y

의 매도 포지션이 서로 상쇄되어 리스크가 제로

가된다는 가정에 의존하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파생상품의 

채무불이행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은 붕괴되기 일

보직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의 엄

청난 구제와 보증으로 인해 저축된 자금이 사라질 

위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위기가 발생할 때 다시 위험을  겪고 싶지 

않아 제 자산을 실물 금과 은으로 옮겨서 거래상대

방 위험을 제거하고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9

2009년 4월에 다른 사람들이 (유능한 정부와 정책이 있

는) 싱가포르에서 실물 귀금속을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

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실버불리언이 성장함에 따라, 630톤 규모의 자

체 보관소를 구축하게 되었고 고객들이 개인간 담보 대

출(P2P Loans)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

습니다. 

귀금속을 적절하게 구입하고 보관함으로써 다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버불리온인가?
2008년 금융위기 계기로, 실버불리온은 아직 인정

받지는 못했지만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아닌 외

부(민간 보관소)에 부를 보전할 수 있는 보호막

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버불리온은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은행 

붕괴, 화폐위기 및 국유화에 대응하여 자산을 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버불리온은 기존 귀금속 보관업계에 

존재하던 취약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QR 코드를 검색하시면 해외 

보관소에 관련된 4개로 나뉘어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ego r  G r ege r sen  –  실버불리온 및 The  Sa f e  House  설립자

https://www.youtube.com/watch?v=EtVyGYicjrc&list=PL_X0S2zz9J0Xe4d5Du_jUpNZwbV2qs8iG


“실버불리온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실물 귀

금속 보관뿐만 아니라 해당 귀금속이 진품이고 

이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 즉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고객

들의 귀금속이 재정적으로 책임감 없는 정부와 

기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분리하여 고객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

되지 않도록 조성하였습니다.

Gregor Gregersen 

실버불리온 및 The Safe House 설립자

귀금속을 면세로 보관하기

The Safe House는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허가하고 

있는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실버불

리온이 수입관세가 있는 귀금속(예: 팔라듐 및 아메

리칸 이글 골드코인)을 수입하더라도 국제업

무지구에 보관하여 세금을 무제한으로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Safe House - 보관소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에 자체 보관소인 The Safe 

House를 구축했으며 2014년 싱가포르 내에 세계적

인 보관소 2개 중 하나라고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인증 받았습니다. 무장한 의무 경찰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 630톤의 귀금속을 수용할 수 있는 보관소는 

국제무역지구에 위치해 있고 ISO 9001 인증을 받았

습니다.

The Safe House는 실버불리온에 보관된 자산은 미

국 또는 유럽의 화폐위기로 발생 가능한 귀금속 국

유화로부터 보호가 되며 오직 싱가포르의 사법관할 

범위에만 해당됨을 보장합니다.

The Safe House에 보관된 자산은 포괄적인 보험

으로 '원인불명에 의한 분실' 및 '내부 범죄'로 

인한 도난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으로부터 

SGD 400,000,000(현재 SGD 550,000,000)까

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관소 내에 모든 귀금속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고객

의 상품은 분리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법

률에 의해 사유 재산으로써 보호됩니다. 실버불

리온은 보관소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 소유

의 귀금속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보관금속(parcel)은 실버불리온의 보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Bureau Veritas 및 

Ernst & Young에 의해 분기별로 한번씩 감사를 받

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본인 또는 외부인을 이

용하여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Asia's Global Precious Metals Trade Hub  (싱가포르 국제기
업청에서 발행,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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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 House 방문하기
실버불리온은 The Safe House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문을 희망할 경우, sales@silverbullion.com.sg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실버불리온의 보관소 팀과 함께 45분 정도

의 투어를 진행할 것이며 고객의 귀금속이 어떤 방

식으로 다중 보안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조품이 어떻게 발견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아닌 민간시설에 안전하게 보관

채권자가 아닌 소유자 되기

고유하게 검증되고 감사가 된 보관금속(parcel)

은 분리된 소유권으로 분류되어 배타적인 싱가

포르 법률에 따라 귀하의 사유 재산임을 인정합니

다. 일단 청구서가 청구되면, 실버불리온은 고객

의 자산을 보관,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개인의 역

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고객은 채권자가 아닌 

소유주이므로 채무불이행의 염려가 없습니다.

금융이 불안정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 시스템이 아닌 외부에 자

산을 실물의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

생하지 않겠지만 화폐 또는 금융위기가 다시 초

래된다면 실물 자산, 즉 귀금속은 고객에게 생명

의 은인이 될 것입니다.

"금은 대여 금고 또는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아닌 외부 보관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James Rickards, 화폐전쟁 저자. 

보관금속 추적 및 감사

모든 보관금속은 금속별로 Ernst & Young LLP, 

Bureau Veritas 및 귀하(선택)에 인해 물리적으로 

검사되고 있으며, 보관금속 소유권 목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각 보관금속의 사진, 검사 결

과 및 소유자에 대한 추가 문서를 온라인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베타적인 싱가포르 사법권

서구의 금 국유화가 발생하면 중개인이나 보관소

가 미국 또는 유럽 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버불리온은 고객이 보

관 중인 자산이 미국 또는 유럽 법이 아닌 오로지

싱가포르 법만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진품 보장

S.T.A.R. 보관소에 보관된 모든 상품(귀금속 및 전

기자동차 금속)은 진품임을 보장합니다. 보관되어 

있는 상품이 진품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

버불리온의 비용으로 상품을 교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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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보관소 프로그램의 5가지 핵심

업계 표준 이상의 보험

포괄적인 책임 보험에는 도난 및 내부 범죄, 원

인불명에 의한 도난과 같은 다른 업체에서는 제공

하지 않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버불

리온의 보관소인 The Safe House는 Lloyds가 보증

하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 보관소 시스템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S.T.A.R. 보관소의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


고객이 실버불리온의 S.T.A.R. 보관소를 이용하여 

구입 또는 보관을 할 경우, 실버불리온은 모든 상

품에 대한 진품 보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질량 

또는 순도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료로 

교환해드립니다.

The Safe House는 검사실을 설치하여 귀금속의 

진위를 비파괴방식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모든 상품은 제련소 또는 조폐공사에서 직

접 배송 받고 있으며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전

수검사를 실시합니다.

DUX는 실버불리온의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며 

2012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사는 신뢰성이 높은 

비파괴검사입니다. 100만 온즈 이상의 귀금속이 

DUX 검사를 거쳤으며 검사 결과는 구체적인 검사 

ID와 보관금속의 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DUX는 밀도, 초음파 및 X-ray 형광 분석 검사의 줄

인 의미였으나 현재는 더 발전하여 추가적인 검사

방법의 메카니즘이 포함되어 표면의 플라스틱 포

장에 침투하여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UX는 최소 2가지의 금속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

을 측정하고 X-ray는 표면 성분 구성을 보여줍니

다. 999+를 표방하는 모조품 귀금속이 2가지 검사

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3가지 검사를 모

두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UX는 귀금속 최대 4가지 성질인 밀도, 음속, 

이론적 전도성 및 자화율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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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진품 보장

금속 밀도
( g/cm3)

음속
 (meters/second)

이론적 전도성
 (MS/m)

자화율
 ( xv 10-5)

금

텅스턴

은

납

구리

플래티늄

19.30

19.25

10.49

11.34

8.94

21.06

3,240

5,220

3,650

2,160

4,760

3,830

44.70

18.52

61.35

5.00

59.10

9.40

-2.8

6.8

-2.6

-1.8

-1.0

26.0

금속 특성 비교표

진품 골드바를 대상으로 DUX 검사를 진행했지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와 제련소에 반품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골드바의 단면에 간격구멍 같은 생산하자가 나타났습니다.

Figure 3. Shows a cross section of the gold bar. A large number of pores can be seen

Figure 5. All the pores appear to be elongated in the vertical direction and focussed towards
the bottom of the bar. 



5 종류의 검사 방법

밀도 검사 (D)
밀도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항목입니다. 암묵

적 검사는 귀금속의 무게를 측정하고 모두가 인정하

는 유사한 종류의 귀금속의 부피와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명시적인 검사는 밀도계로 측정하는 것

입니다. 실버불리온의 분석 저울은 고도로 예민하

고 검증된 업체로부터  꾸준히 교정을 받고 있습니

다.

초음파 검사 (U)
초음파 두께 측정(UTM) 검사는 금속의 파속(음파의 

속도)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텅스텐은 밀도 측면

에서 금과 매우 유사하나 음파 속도는 금보다 61%

가 더 빠른 텅스텐은 UTM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

니다.

X-선 형광 분석 검사 (X)
X-선 형광 분석 검사(XRF)는 금속 표면의 상세한 표

면 구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결과는 다른 심층 검

사의 보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력 검사 
기타 금속은 흡인 속성을 갖고 있으나 금과 은의 

경우 자기반발(반자기성)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N52 네오디뮴 자석과 교정이 된 저울과 결합하여 이

용하면 이러한 자기장의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 검사
전기 전도성 검사(ECM)는  포장을 통과할 수 없던 

초음파 검사의 보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전도성을 갖고 있어 

ECM은 은을 검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사 방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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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X선 형광 분석기 검사 전기 전도성 검사



신탁 명의로 개설된 계정에 귀금속

이 보관되며 신탁 관리자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귀금속 신탁 계정도 가

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신탁 관리자 여권

신탁 증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신탁인 계좌명의 확인서

서명*이 포함된 S.T.A.R. 보관소 
이용 신청서+

고객은 S.T.A.R. 보관소 계좌를 이용하여 실버불리

온에서 취급하는 귀금속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

리 금속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금속 및 금

속으로 개인간 담보 대출(P2P Loans)를 이용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실버불리온 홈페이지(www.silverbullion.com.sg)를 

통해 S.T.A.R. 보관소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1 영업일 안

으로 가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6가지 계정 중에서 선택:

신탁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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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소유자 여권

서명*이 포함된 S.T.A.R. 보관소 
이용 신청서+

개인계정은 계정 소유자가 1인이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계정

개인 계정
* 전사서명 사용불가.

+ S.T.A.R. 보관소 계정 가입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에 문서 다운로드 가능.

^ 사본 필요.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공동 계정은 계정 소유자가 2명이며 

그 중 어느 소유자도 모두 실버불리

온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계정 소유자 여권 (2명)

서명*이 포함된 S.T.A.R. 보관소 
이용 신청서+

공동 계정

공동 계정

기업 명의로 생성된 계정에 귀금속

이 보관되며 책임자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책임자 여권

법인등기부등본

은행 입출금 내역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명의 확인서

서명*이 포함된 S.T.A.R. 보관소  
이용 신청서+

기업 계정

귀금속을 개인퇴직계좌(IRA)이나 퇴직

연금 같은 적격한 은퇴 계정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

습니다:

계정 소유자 여권 

재산 관리인의 IRA/퇴직연금 계약서

서명*이 포함된 S.T.A.R. 보관소    
이용 신청서+

성인과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 계정

을 만들어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습니

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계정 소유자 여권

서명*이 포함된 S.T.A.R. 보관소 
이용 신청서+

은퇴 계정

공동 계정
(미성년자 해당)

공동 계정
(미성년자 해당)

S.T.A.R.
보관소 계정 만들기

기업 계정

은퇴 계정

신탁 계정



구입 절차

④ 결제 확인 기다립니다.

국제 송금은 1~3 영업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송금

이 완료되는 즉시 고객은 실버불리온으로부터 전

자우편을 받게 될 것입니다.

⑤ 주문을 완료합니다.

청구서를 받고 실버불리온 매장에서 귀금속을 픽

업하거나 S.T.A.R. 보관소에 보관되면 고객의 주문

은 완료됩니다. 보관소 주문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

정을 통해 보관금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대여 금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21-22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는 반드시 주문을 제출한 후 15분 이내
에 이루어져야 함.

+싱가포르 법률에 의하면 청구서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을 의미함.

• 현금: SGD 또는 USD/Euro, 1%의 서비스 수수

료 부과,

• SGD, USD, Euro, GBP, AUD 및 HDK의 국제송

금 (SWIFT)

• USD 및 Euro의 국내 송금 (상대적으로 낮은수

수료로 이용가능)

• 싱가포르 은행 수표 또는 캐쉬어 수표 (USD 또

는 SGD만 해당)

• 신용카드/체크카드 (3%의 거래 수수료 부과)

• 실버불리온의 결제 파트너를 통해 비트코인,이

더리움, 라이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① 상품을 선택합니다.

실버불리온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카탈로그를 열

람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S.T.A.R. 보관소 이용: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보관소에 보관" 

버튼을 눌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6개월치의 보관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보관 기간(예: 1년, 2년, 3년, 또는 5년)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 체크아웃 단계에서 변경이 가능합

니다. 미사용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통해 환불이 됩니다.

S.T.A.R. 보관소 미이용: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매장에서 픽업" 

버튼을 눌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The Safe House의 '최초 원격 예치*'를 활용한 

대여 금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

장에서 픽업" 버튼을 눌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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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절차를 이용하여 실버불리온에서  

귀금속 및 전기자동차 금속을 구입 가능

② 주문 후 가격을 확정합니다.

고객이 모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체크아웃" 

버튼을 눌러 체크아웃 절차를 밟습니다. 

고객은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선주문을 

통해 가격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가 도착하면 실버불리온은 고객의 주문을 자

동으로 체결합니다.

주문을 제출하면 상품 가격은 바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고객은 구매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③ 결제를 진행합니다.

주문을 제출하면, 고객은 반드시 2 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문에 대한 결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Payments.aspx


타 보관소 또는 집에 보관중인 기존의 귀금속

을 S.T.A.R. 보관소로 이전을 하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귀금속을 S.T.A.R. 보관소로 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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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버불리온의 전자우편주소로 귀금속 목록을

보냅니다(sales@silverbullion.com.sg). 귀금속

목록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귀금속의 수량 및

종류를 기재합니다. (예: "Canadian Maple 

Leaf 실버코인 500개" 또는 "Metalor 100그램

골드바 10개")

2. 실버불리온은 귀금속 이전 계획을 만들어드

립니다. 고객의 귀금속이 면제 대상이고 

S.T.A.R.보관소의 보관금속의 규정에 부합하

는 지를 알려드립니다.

3. 고객이 귀금속 이전 계획에 만족할 경우, 본인

이 귀금속 이전을 진행하거나 실버불리온이 고

객의 귀금속을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수수료까

지 포함해서 운송 견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S.T.A.R. 보관소 계정을 통해 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DUX 검사에 따른 비용과 

보관기간에 따른 보관료가 표시될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고객의 귀금속 이전 비용을 결

제하면 됩니다.

5. 고객의 귀금속이 The Safe House에 배송 완

료되면 실버불리온은 S.T.A.R. 보관소 진행을 

도와 드립니다. 귀금속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이전 절차 과정은 2~5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

습니다.

귀금속 이전 시작하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S.T.A.R. 보관소로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DUX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의 귀금속이 The Safe House에 도착하면 

보관소 관리자에 의해 개봉되어 감시카메라

(CCTV) 감시하에 검사가 진행됩니다. DUX 검사

를 통과하지 못한 귀금속은 S.T.A.R. 보관소에 

보관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귀금속은 

다시 포장되어 고객의 부담으로 녹화된 영상과 

함께 반송됩니다.

보관소 이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 투명성: 고객의 귀금속은 엄격한 DUX 검사를

통해 진품이라고 입증이 되면 정기적인 감사 및

사진과 함께 전액 보험이 보장됩니다.

• 배타적인 싱가포르 관할권: 고객의 국가로부터

귀금속 국유화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

니다.

• 유동성: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을 쉽고

빠르게 판매할 수 있고 개인간 담보 대출(P2P 

Loans) 플랫폼을 이용하여 담보대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Transfer.aspx


Figure 4. Shows another cross section of the gold bar. It appears that the porosity is spread 
right throughout the bar.

Figure 6. The pores appear to be very clean, approximately 0.2 to 0.5mm across and 2 to 3 
mm long.

실버불리온의 개인간 담보 대출 플랫폼은 2016년 

싱가포르 통화청 핀테크 부문에서 TOP 40에 선정

되었습니다. P2P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금을 빌리

고자 하는 고객은 저금리(연간 2.5% 이하)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보관중인 귀금속 및 전기자동차 

금속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드립니다.

2015년 출시한 후부터 1억 2,0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그리고 4,000건 이상의 담보 대출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그 중 한 건의 채무불이행도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P2P 플랫폼의 개인 대출 규모

는 66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합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로서 고객은 원하는 기간(1개

월, 6개월, 12개월 또는 24개월), 통화(SGD 또는 

USD) 및 이자율을 선택하여 대출 또는 대여 요청

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어 플랫폼에 

게시가 될 경우 다른 고객들의 목록에 대출 또는 

대여 제안이 표시됩니다.

계약은 빠른 시간 안에 체결이 될 수 있으며 실버

불리온은 금속의 담보 설정, 대출금 이체 및 계약 

이행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심지어 원금상환 지연

을 대비하여 제3자를 통하여 스위퍼 펀드를 결성하

였습니다.

개인간 담보 대출(P2P Loans)을 활용한 대출 및 대여 방법 

채권자 (Lender)
귀금속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금속이 200%까지 

보장됨으로써 안전하고 편한 마음으로 자금을 빌

려줄 수 있습니다.

원금상환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스위퍼 펀드

를 통하여 약속된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의 총 가치가 110% 이하로 하락하거나 마

진콜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원활한 원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귀금속은 청

산되어 채권자에게 상환될 것입니다.

실버불리온에 금속을 보관할 경우, 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보관 수수료 지불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Borrower)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귀금

속 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

이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린 자금의

사용 용도 제한은 없으며 귀금속을 추가적으로 구

입하거나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

니다.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 가치의 50~62.5%까지 대출

이 가능하며 대출 만기가 될 경우 지체 없이 일반

이자율로 쉽게 대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과 교환 비율(LTV) 안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A.R. 보관소 계정을 개설합니다. 계정 개설

은 무료이며, 귀금속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정이 개설되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

습니다.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대출 요청 및 대여 제안을 

살펴봅니다.

대여 제안과 대출 요청이 연결되면 대출 계약이 성

사되며 대출금 지출은 매월 1일, 8일, 15일 및 

22일에 이루어집니다.

대출이 시작된 날, 실버불리온은 자금을 채권자

의 자금을 채무자에게 송금하고 채무자의 귀금속

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실버불리온은 대출 만기

일에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담보  설정을 해제

하고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자금을 빌리려고 할 경우 기존의 대여 제안을 수락

하거나 대출 요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실버불리온에서 구입했거나 금속이 실버불

리온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금을 빌려주려고 할 경우 기존의 대출 요청을 수

락하거나 대여 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

우, 채권자의 P2P 계정에 USD 또는 SGD로 자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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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월

62.5%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1 개월 62.5%

6 개월
50%12 개월

24 개월

금

금속 종류 대출 기간 교환 비율

은,
플래티늄, 
팔라듐,

니켈, 코발트

대출 기간 및 교환 비율(LTV) 안내

시작하기
1)

2)

3)

4)

•



P2P 일반 질문사항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통화청

(MAS)의 규제를 받나요?

실버불리온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실버

불리온의 역할은 소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자금을 빌리려는 자와 빌려주는 자

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

다.

P2P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양측 

모두 이용료를 지불 하나요?

실버불리온 매년 0.5%의 관리 수수료를 

양측으로부터 청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만기일에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요?

1개월, 6개월 및 12개월의 대출 계약 건

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원금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24개월 대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자는 

연 단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

며,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됩니다.

P2P 계정의 자금은 어떻게 인출

하나요?

P2P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

시 실버불리온 고객 계정의 보안 알림 시

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실버불리온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개인간 담보 대출 (P2P Loans)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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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편

채권자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금은 최소 $3,000(SGD 또는 USD)부터 

대여해줄 수 있으며 한도는 없으며 $500 

단위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여 제안을 하기 위해서 P2P 계

정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

나요?

네, 대여 제안에 앞서 고객의 P2P 계정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실버불리온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개시일

에 채무자에게 즉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금은 언제 회수할 수 있나요?

빌려준 자금은 대출 만기일에 맞춰 이자와

함께 고객의 P2P 계정에 입금됩니다. P2P 

계정에 입금이 된 후에 고객 계정에 등록되

어 있는 은행계좌로 이체, 귀금속 구매 또

는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연체할 경

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약속된 날짜에 상환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버불리온은 고

객과 약속된 시일에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

록 스위퍼 펀드(사용 가능한 자금이 있을

경우)를 이용하여 먼저 상환해드립니다.

채무자 편

채무자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금은 최소 $3,000(SGD 또는 USD)부터 

빌릴 수 있으며 $500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

니다. 한도는 고객의 S.T.A.R. 계정에 보관되

어 있는 귀금속의 가치만큼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상환이 가능한가요?

네, 만기일 전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에 대한 위약

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요청이 성사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객이 신청한 대출 요청이 채권자에 의해 성

사될 경우, 고객의 계정에 등록된 전자우편 및 

보안 알림 시스템으로 알려드립니다.

대출을 사용할 때 제 귀금속이 담보

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은 유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유지가 되지만 담보물로 설정된 귀

금속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선취특권 권리

가 주어집니다. 귀금속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

는 이상, 채권자 및/또는 채무자는 해당 귀금

속을 판매하거나 배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금속에 투자하기 

배터리에 필요한 니켈과 같은 금속은 전기화 세계

를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며, 이에 대한 수요는 가

격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제조업체가 비축하고 

있는 금속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전기화 슈퍼사

이클로 인해 발생할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부

족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S.T.A.R. 보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기자

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1등급 니켈(Class I Nickel)

을 250kg 산업용 드럼통 또는 2톤 벌크백으로 구

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실물 상품이며 소

유권 목록으로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Ernst & Young과 Bureau Veritas에 의해 감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도난으로부터 보험이 가능하고 

진품 보장되며 싱가포르에 보관됩니다.

상품의 소유권자로서 연중무휴로 다른 고객 또는 

실버불리온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낮은 이자

율을 이용하여 개인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빠른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에 납품되고 인증 받은 브랜드의 제품만을 취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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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50 kg니켈 드럼 실제  2 톤 니켈 벌크백
전기자동차 금속의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silverbullion.com.sg/ElectricVehicleMetals


니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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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은 전통적으로 철강산업에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2007년에 일어난 중국 건설붐
으로 인해 니켈의 수요는 급격하게 상승하
였고 이로 인해 니켈 시세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산업에 있어 필요한 니켈은 1
등급 니켈이 아닌 순도가 낮고 배터리에 
사용할 수 없는 2등급 니켈(Class II Nickel)
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높은 순도의 1등급
니켈을 요구합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성
장으로 인하여 고성능 전기 자동차 배터리
에 사용되는 1등급 니켈의 수요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
니다.

니켈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높
은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반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전기자동차 전환 가속화 

배터리 제조업체는 더 많은 니켈을 이용
하는 화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능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는 니켈 60%, 망간 20% 및 코발트 
20%의 양극재가 사용되는 6-2-2 화학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에는 
니켈 80%의 양극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8-2-2 화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터리로 
전환될 것입니다.

8-1-1 화학은 키로와트(kWh)당 USD 
10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기자동
차와 배터리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
입니다. 이 화학은 향후 10년동안 변화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변곡
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대규모 배터리 제
조업체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규모
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효
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자동차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따라서 전기 자동차와 높은 
순도의 니켈로 전환할 수 있는 상승 곡선
에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등급 I 대여금고 :  SGD 1,600 
등급 II 대여금고  :  SGD 1,280

7% 물품용역세(GST) 별도 납부

*외국인 또한 안전 금고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등급 I 대여 금고

은과 같은 대량 금속을 보관하기에 효율적인 금고이
며 최대 202kg (6,500 트로이온스)까지 보관이 가능
합니다.

해당 금고의 사이즈는 99 cm x 39 cm x 28 cm (39인
치 x 15인치 x 11인치)이고 13개의 실버코인 
Maple Leaf Monster Box 보관이 가능합니다. 

각 안전 금고는 USD 50,000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
험이 적용되며  대여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
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급 II 대여 금고

금과 백금과 같은 고가의 상품을 보관하기에 효율
적인 금고이며 최대 15.6kg (500 트로이온스)까
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금고의 사이즈는 약 58 cm x 8 cm x 6.5 cm (22.8
인치 x 3인치 x 2.5인치)입니다. 

등급 II 안전 금고는 잠겨 있고 밀봉된 상태로 당사
의 UL 등급 II로 분류된 금 및 백금 보관소에 보
관됩니다. (보관소 내부에 위치한 또 다른 보
관소)

각 안전 금고는 USD 200,000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적용되며 대여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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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 House의 

대여 금고 안내 

더욱 은밀한 보관을 원하는 고객*에게 대여 금고

(Safe Deposit Box)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모든 고

객은 대여 금고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

며 고객이 보는 앞에서 대여 금고는 잠기고 밀봉이 

되어 보관됩니다. 따라서 The Safe House와의 

관계를 금고 임대인과 금고 임차인으로 제한합니

다. 

모든 대여 금고는 외부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신고

된 귀금속과 현금에 한해)해져 있고 보험료는 이용

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

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금고는 일반적으

로 외국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계좌로 간주

되지 않아 자산을 보관하기에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여 금고 연간 이용료



안전에 안전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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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확인 씰(Tamper Evident Seals)

전통적인 방법과 같은 단순하게 열쇠 하나로 잠그
는 것이 아닌, The Safe House의 모든 대여 금고
는 열쇠 외에 고유 번호가 적혀 있는 봉인확인 
씰(Tamper Evident Seals)로 봉인됩니다. 대여 
금고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
는 고유번호와 당사의 직원 및 내부 경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내부 부정행위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 열람을 마친 후 대여 금고를 다
시 보관할 때 새로운 봉인확인 씰로 봉인합니다.

강화된 개인(사생활)보호 

대여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는 독
립된  오프라인 네트워크에 보관됩니다. 대여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가 아닌 내부에 물리적으로 보
관하여 우수한 데이터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¹¨¦s«§¦· d d

d d «¦¹¨¦d d «§¦·d d
d d d대여d d vtu} d d d
̆ ̇ d d d rd d

d대여d 에 있는 물품을d반출하더라도d d
d d d d d d d
d d

d d d 대여d d d
d d d d d d d

대여 d  d d d d
부여됩니다.d 그러므로 The Safe House는 고객의 
대여 금고에 접근할 수 없으며 보관되어 있는 귀금
속 판매와 보관위치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어 법적
으로 국세청 목적의 대여 금고가 되는 것을 차단시
킵니다. 

부가 서비스
최초 원격 예치 (Initial Remote Deposit)

고객이 대여 금고 계정을 생성한 뒤 최초 보관할 때 
보관소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실버불리온에서 귀금
속을 구입한 뒤 금고 관리자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신규 대여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일회
성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귀금속은 감시카메라의 감시하에 보관되며 
종류별로 전액 책임보험이 가입된 개봉확인 소포
에 보관됩니다. 보관 영수증 사본, CCTV 녹화물 및 
열쇠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봉인된 대
여 금고는 고객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보관소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개봉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권한 부여

대여 금고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자신의 지인, 
변호사 또는 기타 관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
여 등록된 계정 정보 변경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권
리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권리
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지정함에 있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 당 최대 4명까
지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첫 번째로 지정되
는 대리인은 합법적인 승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
다.

추가 보험 (책임 보험)

대여 금고를 이용해 귀금속을 보관하는 고객은 추
가적으로 보험(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은 상품별로 분류하여 The Safe House
가 제공하는 독특하게 식별되는 개봉확인 소포
(Tamper Evident Parcel)에 담겨 보관됩니다. 분
류된 상품은 신고된 귀금속의 실제 가치 또는 추가
가입한 보험이 제공하는 최대 보상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의 보상이 적용됩니다.

대여 금고의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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