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등급의 보안

귀금속 보관소
보안 대여 금고



THE SAFE HOUSE

대여 금고(Safe Deposit Box)는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도의 보안을 위해 

오로지 대여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보관소에 방문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ISO 9001 인증을 받은 The Safe House(TSH)는 최첨단 

보안을 자랑하는 금고 시설입니다. 고객이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SH는 싱가포르 정부 기관
*
으로부터 

싱가포르에 위치한 2개의 글로벌 보관소 중 하나라고 

인정받았습니다. 

TSH와 고객간의 관계는 대여 금고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입니다.

*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브로셔, Singapore Asia’s Global Precious Metals Trading Hub, 2014년 발행



THE SAFE HOUSE

분리된 보관소 (Segregated Storage)

둘러보기

TSH는 30톤의 금 및 600톤에 해당되는 대량의 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금고에 보관되지 않는 귀금속은 간편한 접근과 감사를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케이지와 선반에 보관됩니다.

최첨단 보안 기술 (Stage of the Art Security)

TSH는 현지 및 원격을 통해 동시에 감시 영상(CCTV)이 백업되고 안전요원이 365

일동안 배치되어 24시간동안 감시되고 있으며 4가지 종류의 알람 센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금 및 플래티늄은 3,000mm 두께의 강철벽으로 이루어져있는 UL 등급 II로 

분류된 금고에 보관됩니다. TSH는 경찰서에서 2분도 되지 않는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 불가한 관리 능력 (Unrivalled Governance)

TSH는 우수한 금고 관리 시스템과 함께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고 및 출고 지시가 내려질 경우 TSH 내부의 3개 별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감시하고 재고 확인 작업을 착수합니다.

작전 보안 (Operational Security)

무장한 싱가포르 의무 경찰관에 의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보험 (Insurance without Compromises)

귀금속은 ‘모든 위험’의 조항이 명시된 보험으로부터 보장됩니다. 추가적으로 화재, 

건물 붕괴, 강제 진입, 도난, 내부 범죄, 사보타지(sabotage) 및 테러(terrorism) 외에 

원인불명에 의한 실종을 포함하여 물리적 보관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2017년에  TSH가 

면세구역에서 운영(오직 소수의 전문 

귀금속 취급 업체에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 

TSH는 귀금속에 관한 모든 통관 

절차를 고객을 대신하여 처리 및 

면세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투자용 귀금속(non-Investment 

Precious Metals)으로 분류된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또한  

면세구역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련이 필요하거나 타국으로 

수출하기 전까지 임시로 면세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TSH는 모회사인 

실버불리온의 튼튼한 공급업자 및 

제련소 네트워크를 통해 비투자용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빠르게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면세구역에
위치한 금고

귀 금 속

자 유 업 무 지 구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우선

TSH는 실버불리온으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보관소입니다. 두 회사의 노력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노출되는 규제를 제거하였고 전체적인 물류 체인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투명한 계약으로 귀금속 매매, 검사, 담보 대출 및 보관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귀금속을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TSH도 안전하게 지키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그 어떠한 저당권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거하였으며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이 물리적, 법적 그리고 싱가포르 관할권에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준수합니다.



은 - 등급 I 대여 금고

등급 I 대여 금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고로 분류됩니다. 은과 같은 대량 금속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금고이며 최대 202 kg 

(6,500 트로이온스)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금고의 사이즈는 99 cm x 39 cm x 28 cm 

(39인치 x 15인치 x 11인치) 입니다.

등급 I 대여 금고는 열쇠로 잠겨 봉인된 상태로 10,000 ft2 사이즈의 금고에 

보관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개인을 위해 

마련된 열람실로 해당 대여 금고를 옮겨드립니다.

각 대여 금고는 USD 50,000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대여료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LASS I DEPOSIT BOX)



금 - 등급 II 대여 금고

금 및 플래티늄과 같은 고가의 상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금고이며 최대 15.6 kg 

(500 트로이온스)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금고 사이즈는 약 58 cm x 8 cm x 6.5 cm 

(22.8인치 x 3인치 x 2.5인치)입니다.

금 및 플래티늄은 3,000mm 두께의 강철벽으로 이루어져있는 UL 등급 II로 분류된 

금고에 보관됩니다. 고객으로부터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열쇠로 잠겨 봉인된 상태로 

대여 금고는 2명의 관리자에 의해 옮겨지며 고객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봉인 씰을 절단합니다.

각 대여 금고는 USD 200,000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대여료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LASS II DEPOSIT BOX)



금고의 ‘보안성’

시설 및 금고의 접근 권한

금고는 오로지 사전에 확인된 고객 및 합법적인 대리인만 접근이 가능하며 무장된 

싱가포르 의무 경찰이 신원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별도 보관소 운영자가 

독립적으로 대여 금고 접근 권한을 확인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봉인 씰 (Tamper Evident Seals)

모든 대여 금고는 열쇠 외 고유 번호가 

적혀 있는 봉인 씰(tamper evident 

seal)로 봉인됩니다. 씰은 최초로 입고할 

때 부여되며 매번 고객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이 보는 앞에서 절단합니다. 

이러한 봉인 씰의 이용은 대여 금고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열람 후 잠글 때 마다 

새로운 봉인 씰이 부착되어 보관됩니다. 

금고 열쇠 (Box Key Lock)

등급 I 대여 금고(은에 해당)는 2개의 

열쇠(하나는 고객, 다른 하나는 TSH가 

보유)가 제공됩니다. 해당 금고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2개의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등급 II 대여 금고(금 및 플래티늄에 

해당)은 오직 1개의 열쇠만 제공되며 

복제된 열쇠 없이 오로지 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고객은 합법적인 대리인에게 

열쇠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TSH는 

복제한 열쇠가 없을뿐더러 새롭게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열쇠를 

분실하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부담으로 대여 금고 

자물쇠를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 봉인 씰이 부착된 등급 II 대여 금고 >



밀봉 봉투(tamper evident bag)에 봉인된 귀금속은 분류된 보관금속(itemized 

parcel)이라고 불립니다. 각 보관금속은 분류가 가능하도록 고유 번호가 부착되며 

입고 및 출고 영수증과 함께 보관됩니다. 분류된 보관금속은 고객이 대여 금고 

내부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본인이 원하는 보상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SH에 보관된 고객의 

귀금속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분실될 경우, 귀금속의 실제 가치 또는 가입한 보험이 제공하는 최대 보상 한도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물리적으로 보관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TSH 금고 관리자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신규 대여 금고에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감시 카메라의 감시하에 종류별로 변조가 불가능한 

봉투(tamper proof bag)에 담겨 보관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보관 영수증 

사본, CCTV 녹화물 및 열쇠와 함께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원격 열람을 

위해 종합 책임 보험은 필수 사항입니다.

대여 금고의 보장과 보험

책임 보험

분류된 보관금속

원격 열람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여 금고 공급업자는 누구인가요?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고 면세구역에 위치한 보관소, The Safe House(TSH) 입니다.

TSH와 고객간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TSH와 고객간의 관계는 대여 금고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입니다.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여 금고는 오로지 고객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주어지고 열람을 

위해서 고객은 대여 금고 열쇠와 함께 물리적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TSH 직원은 

권한 없이 단독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TSH가 외부에 보고해야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TSH는 그 어떤 외부 기관에 대여 금고에 대해 보고해야 되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여 금고 이용자가 보고해야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여 금고는 일반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접근이 제한된 개인 보관소 

(self-storage)와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여 금고를 이용할 때 책임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어떤 것들이 보장되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이 직접 입고할 경우,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소 운영자에 의해 원격 예치를 의뢰할 경우, 입고에 앞서 상품은 종합 

보험 또는 종합 책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 상품이 진품인지 TSH가 확인해줄 수 있나요?

TSH는 ‘있는 그대로’의 원칙인 부지약관(不知約款)을 지키고 있으며 고객의 대여 

금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해 출금된 귀금속의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귀금속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DUX 검사 

결과를 원할 경우, 모회사인 실버불리온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TSH는 어떤 국가의 규제와 강제적행정 명령을 따르나요?

TSH는 싱가포르 외 타 국가에 자회사 및/또는 모회사가 없을뿐더러 규제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싱가포르 법과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접근 권한은 오로지 고객에게만 있으므로 고객이 물리적으로 참석해야만 반출이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여 금고 이용료

등급 I 대여 금고

SGD 1,600* /연

(USD 1,181.74**)
사이즈: 108,000cm3/202kg

책임보험 USD 50,000 포함

등급 II 대여 금고

SGD 1,280 /연

(USD 945.39)
사이즈: 3,000cm3/16kg

책임보험 USD 50,000 포함

새로운 봉인 씰 

SGD 25 /개당

(USD 18.46)

새로운 씰이 제공되어 부착
(재예치할 경우에만 해당)

추가 $10,000***

부가서비스

SGD 25
(USD 18.46)

책임보험 USD 10,000 
추가 제공

원격 예치

SGD 200
(USD 147.72)

우편으로 CCTV 감시 영상 및 
열쇠 발송

Drilling 비용

SGD 200
(USD 147.72)

새로운 열쇠 발급, 자물쇠 교체
및 Drilling 작업

* 물품용역세(GST) 7%가 포함된 가격
** 2020년 10월 12일자 USD/SGD 환율 1.35 

*** 원격 예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종합 책임 보험 가입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