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S.T.A.R. Storage (S.T.A.R. 보관) 

 

(1) We segregate metals into uniquely identified parcels which are audited, insured and guaranteed 

to be genuine customer owned private property, stored under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in our fully owned vault The Safe House. All of this is done as we aim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one of the safest storage options in the world. 

실버불리온은 귀금속을 고유하게 식별된 제품으로 분리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감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규제를 받고 있는 실버불리온의 자회사인 ‘The Safe 

House’에 보관되어 진정한 고객 소유의 사유 재산임을 보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에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관소 옵션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Our S.T.A.R Storage system was improved and expanded over the years with some key 

milestones: 

S.T.A.R. 스토리지 시스템은 몇 년에 걸쳐 개선되고 확장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정표

를 세웠습니다. 

 2014 - The Safe House was established - We built our own state-of-the-art vault to 

offer the best wealth protection service in order to keep bullion parcels (286 tons) safe 

from bad governments and collapsing financial systems 

2014년 – The Safe House 설립 - 부실한 정부와 금융 시스템 붕괴로부터 안전하고 

최고의 자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금고를 설립하였습니다. 

 2015 - Peer-to-Peer Loans platform was launched - We provided our customers with 

additional income and liquidity by enabling online peer-to-peer loans (5,683 contracts 

to date) which are secured by their parcels 

2015년 – 개인간 대출 플랫폼 출시 - 온라인 Peer-to-Peer 대출(현재까지 4,354건의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추가적인 수익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 - EV Metals were introduced - We expanded our metal's portfolio to offer our 

customers a unique opportunity to physically own key Electrification Supercycle metals 

such as Nickel and Cobalt (133 tons stored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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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https://www.thesafehouse.sg/storage-fees


2018 – 전기자동차 금속 도입 - 니켈, 코발트(138톤 저장)등과 같은 물리적으로 핵심 

전기화 수퍼사이클 금속을 소유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금속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Securely lend or borrow funds using parcels as collateral 

보관된 금속을 이용해 안전한 개인간 대출 이용하기 

(1) The Secured Peer-to-Peer Loans Platform enables customers to quickly, easily and reliably lend 

and borrow to each other using their parcels as collateral. Interest rates are set by customers 

themselves in a bid/ask system,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how borrowed funds are used. 

Loans can be readily rolled over into new ones upon expiration, as there is an abundance of 

lenders. 

안전하게 보안된 개인간 대출 플랫폼은 고객이 보관중인 금속을 담보로 신속하게 쉽고 안정

적으로 대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금리는 고객이 직접 매수/매도 방식으로 정하고 대출 자금

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수요가 많으므로 만기가 되면 신규 대출금으로 쉽

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안중인 대여 요청 (USD): 

1 개월: 연 4.00% 

6 개월: 연 4.25% 

12 개월: 연 5.25% 

24 개월: 연 5.00% 

 

현재 제안중인 대출 요청 (USD): 

1 개월: 3.50% 

6 개월: 3.50% 

12 개월: 3.50% 

24 개월: 4.75% 

 

 

 

How we secure your wealth 

실버불리온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 

 

Be an asset owner, not a creditor 

채권자가 아닌 소유자 되기 

Segregated Ownership utilizes uniquely identified audited parcels to store and track your private 

property under exclusive Singapore law.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aspx
https://youtu.be/G7AkYM17NRk


Once invoiced, we merely act as agents to store, insure and provide liquidity for your property. 

Since customers are owners, not creditors, they cannot be defaulted upon. [More about Ownership] 

고유하게 검증되고 감사가 된 보관금속(parcel)은 분리된 소유권으로 분류되어 배타적인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귀하의 사유 재산임을 인정받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되면, 실버불리온은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할 뿐

입니다. 그렇기에 고객은 채권자가 아닌 소유주이기에 채무불이행의 염려가 없습니다.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베타적인 싱가포르 사법권 

Should a Western gold nationalization occur, its enforcement will depend to what degree your 

dealer and vault has to comply with the U.S. and/or European law. 

만약 서구의 금 국유화가 발생하면 고객의 중개인 또는 금고가 미국이나 유럽 법을 얼마나 준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We provide certainty that only Singapore law, not US or European law applies to your property 

stored with us. [More on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실버불리온은 고객의 보관 중인 자산이 미국 또는 유럽 법이 아닌 오로지 싱가포르 법만 적용된

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Insurance beyond industry norms 

업계 표준 이상의 보험 

Comprehensive liability protection includes coverage often not provided elsewhere, including 

mysterious disappearance as well as theft and inside jobs. 

포괄적인 책임 보험에는 도난 및 내부 범죄 같이 원인불명에 의한 도난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제

공되지 않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Our vault, The Safe House, also operates the world's first Lloyds-insurable Cryptocurrency Storage 

System. [More on insurance and security] 

실버불리온의 보관소인 The Safe House는 Lloyds가 보증하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 보관소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https://www.thesafehouse.sg/physical-crypto-storage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Genuinity guarantee 

진품 보장 

Our testing provides certainties that are not usually provided by the industry's “said to contain” 

storage systems. 

실버불리온이 진행하는 검사는 일반적으로 귀금속 업계의 보관소 공급업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확

실성을 제공합니다. 

All bullion and EV metals stored under S.T.A.R. Storage is guaranteed for genuinity. In the very 

unlikely event that a stored parcel is of sub-par quality, we will replace the parcel at our expense. 

[More about testing] 

S.T.A.R 보관소에 보관된 모든 귀금속 및 전기자동차 금속은 진품 보장됩니다. 만일 보관된 금속의 

품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버불리온은 자체적으로 해당 금속을 교체할 것입니다. 

 

Parcel tracking and auditing 

금속 추적 및 감사 

Parcels are tracked via the Parcel Ownership List, which is physically audited by parcel by Ernst & 

Young LLP, Bureau Veritas and optionally yourself. 

모든 보관금속은 금속별로 Ernst & Young LLP, Bureau Veritas 및 귀하(선택)에 인해 물리적으로 검

사되고 있으며, 보관금속 소유권 목록을 통해 추적됩니다.  

A photo of each parcel, optional authenticity test results and additional documents are available for 

download for the owners. [More on Parcels and Audits] 

각 금속의 사진, 신뢰성 테스트 결과 및 소유자에 대한 추가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Key questions to ask your storage provider(s) 

보관소 공급업자에게 필수 질문 사항 

How do I know: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you are a legal title owner rather than an unsecured creditor, and why does it matter?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권자가 아닌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In the precious metals industry, you will often find that bullion storage are categorized as 

“Unbacked”, “Unallocated”, “Allocated”, and in some cases “Reserved” as follows: 

귀금속 업계에서 귀금속 보관소가 ‘증서가 없는’, ‘할당되지 않은’, ‘할당된’ 그리고 간혹 ‘보유된’

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backed, your position is simply a financial bet (long or short). You are not an owner 

as there is nothing to physically own. Legally, you are an unsecured creditor. 

고객은 증서가 없는 한 단순하게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귀금

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객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객은 위험

에 노출되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Unallocated, there is a small amount of bullion to cover everybody’s claim. You are not 

an owner as the small amount of bullion is on the provider’s balance sheet. Legally, you 

are an unsecured creditor. 

할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충족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오직 적

은 수량의 귀금속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성 공급자의 대차대조표

에 오직 적은 수량의 귀금속이 존재하기에 고객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고객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Fully” Allocated, the provider tries to buy or sell bullion to match, with a delay unless 

they distinguish between in-stock and pre-order bullion, the buying and selling of 

bullion by clients so that claims are matched with physical. However even in this case 

you are still not an owner because your claim is still a generic ounce(s) liability against 

assets held by the provider. You are an unsecured creditor. 

“전부” 할당된다는 것은 유동성 공급자가 기존의 재고와 사전 주문된 귀금속과 고객

이 귀금속을 매수 및 판매에 대한 수량을 물리적으로 매칭시키기 위해 매수하고 매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동성 공급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부채이므로 고객은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고객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Reserved / Segregated ownership, only when physical bullion is present, uniquely 

identified and uniquely tracked (not just listed by generic oz quantity) and the 

bullion/goods are transferred to your name via an invoice to attest the legal title transfer 

would you be an actual owner under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invoice was issued. 

귀금속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고유하게 분리 및 추적(단순하게 수량과 무게만 확인



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청구서가 발행된 지역의 법에 의해 귀금속 소유권은 고객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법적 소유권자로서 인정이 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청구서가 발

행될 때 비로서 보유된/분리된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Ownership 

소유권 

We have developed the “Reserved” characteristic of S.T.A.R. to support invoicing and customer 

ownership from the beginning. Ownership is a bedrock characteristic of our storage program 

and a key to our success as customer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understand the 

value of having legal title to one’s assets. 

실버불리언은 사업 초창기부터 S.T.A.R.의 “분리(reserved)” 특징을 개발하여 청구서 발행과 고

객의 소유권을 제공했습니다. 소유권은 실버불리온의 보관소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이며, 고객

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자신의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는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 

이는 실버불리온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the metal you paid for actually exists? 

구입한 금속은 실제로 존재하나요? 

It might seem illegal but it has been quite common for sellers of bullion to not to store physical 

bullion while charging storage charges. Often the provided rational is that the bullion will be 

hedged financially and if the customer needs the bullion then it will be bought in the market 

when requested. 

불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수 많은 귀금속 매매업자는 물리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귀금속을 판

매하고 보관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귀금속을 재정적으로 헤지하

고 있으며 고객이 귀금속을 요청할 때 시장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Bullion Presence 

귀금속의 존재 

These is how we prove that the parcels indeed exist: 

다음은 실버불리온에 보관되는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a. Invoices and purchase orders: S.T.A.R. customers own their bullion in specific, sealed and 

uniquely identified tamper proof bullion bags referred to as "parcels". Parcel ownership is 

transferred and returned via invoices and purchase orders listing the specific parcel codes 



that were bought and sold. 

청구서와 구입 주문서: S.T.A.R. 고객은 특정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이며 해당 귀금속은 ‘보

관금속(parcel)’이라고 일컫는 변조 불가능한 포장지에 포장되어 봉인됩니다. 보관금속을 

구입 및 판매할 경우 특별 보관금속 코드가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와 구입 주문서와 함께 

소유권은 이전됩니다. 

b. Photos of your parcels: You have access to the "Parcel Photo" report which contains a page 

describing each parcel you currently own and a clear photo that clearly shows the parcel's 

seal number, content and weight. 

보관금속(parcel)의 사진.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속(parcel)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된 

문서와 해당 보관금속(parcel)의 씰 번호, 내용 및 무게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관

금속(parcel) 사진’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Vault Inventory Report by parcel. We publish the vault operator(s) inventory check 

confirming the physical presence of each parcel by serial code by vault. This is updated at 

least twice a week. 

보관금속(parcel)의 보관소 재고 보고서. 보관금속의 시리얼 코드로 각 보관금속이 실제

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보관소 운영자의 재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이 작업은 매 주 

최소 2번 업데이트 됩니다. 

d. Third party specialized material auditors from the Bureau Veritas (formerly Inspectorate), a 

world-renowned inspection company, and Ernst & Young LLP, on a quarterly basis. 

분기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사기관인 Ernst & Young LLP 회계법인과 Bureau Veritas에 

의해 실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3. the asset was not also sold to other customers (no concurrent nor multiple claims)? 

같은 자산은 다른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소유하지는 않나요?) 

It is only natural that a reserved system needs a way to ensure that a parcel is not sold to 

multiple customers concurrently as it would essentially downgrade the system to an unallocated 

storage system. 

본질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소유권(unallocated) 시스템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분리된 

소유권의 시스템은 하나의 보관금속(parcel)이 여러 명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Exclusivity 



독점권 

The Parcel Ownership List contains all S.T.A.R parcels and lists the respective owner of each 

parcel. Ownership is represented by your anonymous eight digit S.T.A.R. Owner ID so that your 

privacy is protected. 

보관금속 소유권 목록에는 S.T.A.R.에 보관중인 모든 보관금속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보

여주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8자리로 구성된 

S.T.A.R. ID로 표시됩니다. 

The complete parcel list is made available for download to all S.T.A.R. Storage customers so 

that each owner can crosscheck their parcel holdings. This means that any double allocation 

would be obvious to all S.T.A.R. Storage customers. Beside our internal checks and customer 

review, this list is further checked by our accountants and also annually by Singapore financial 

auditors. 

완료된 보관금속 목록은 S.T.A.R. Storage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각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보관금속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S.T.A.R. Storage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점검과 고

객의 확인 외에 싱가포르 금융 감사인과 회계사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4. the metal is genuine and not plated or made of other materials? 

귀금속이 다른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진품인가요? 

Dealers will normally reply that the metal comes from trusted sources. For the most part this 

answer has merit but often a dealer will also buy back bullion from sources other than mints 

or foundries. Having the ability to conclusively determine bullion genuinity is a must for us. 

Trusting is good, being able to test is better. 

귀금속 매매업자는 주로 공신력 있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답

변일수도 있겠지만 매매업자는 조폐국 또는 제련소가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 귀금속 재매

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버불리온의 핵심은 귀금속에 대한 확실한 진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신뢰도 좋지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DUX 

Silver Bullion Pte Ltd developed a comprehensive metals testing program back in November 

2012 called DUX. DUX is an acronym that stands for Density Ultrasound and X-ray fluorescence 

testing. Each test measures and compares a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 (mass and volume, 

ultrasound celerity, and surface metal composition) in such a way that counterfeit metal might 



pass an individual test but not the DUX trio of tests. 

실버불리온은 2012년에 DUX라고 불리는 포괄적으로 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

발했습니다. DUX는 Density(밀도), Ultrasound(초음파)와 X-Ray(엑스레이)의 글자를 활용한 두

문자어입니다. 이는 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질량 및 부피, 초음파 독성, 그리고 표면 금속 구

성요소)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검사이고, 모조 금속품일 경우 간혹 개별 검사를 통과할 수 있

을 테지만 3가지가 통합된 DUX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5. the metal is not encumbered nor leased out? 

금속이 저당권으로 잡히거나 임대되지는 않나요? 

There is a common practice in the precious metals industry to lease out stored bullion to 

generate additional income. 

귀금속 업계 종사자들은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 임대를 통해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관습

이 있습니다.  

The basic premise is that Entity A, having a large amount of bullion which was acquired using 

client funds is now on the company balance sheet – as clients are unsecured creditors. Entity 

A then takes a large chunk of the bullion and leases it to Entity B for a fee. Entity B leases the 

bullion, pays the fee to A and promises to return the bullion at a certain date. Entity B then 

proceeds to sell the bullion to other entities and assumes that they can return the bullion at 

some point in the future. 

업체 A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업체 A는 고객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량의 귀금속을 구입했으

므로 업체 대차대조표에 표시가 됩니다. 이는 고객을 위험에 노출된 채권자가 만듭니다. 그리

고 업체 A는 대량의 귀금속을 업체 B에게 임대를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업체 

B는 업체 A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며 미래 특정일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B는 임대

한 귀금속을 기타 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미래 특정일에 임대한 귀금속을 업체 A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Encumbrance 

저당권 

We do not lease bullion (or EV metals) or out of principle. Furthermore our “Reserved” storage 

characteristic and the legal ownership status of our customers make bullion leasing by design 

very difficult or straight up impossible as the bullion, due to ownership transfer, is not on our 

balance sheet. 



실버불리온은 귀금속(또는 전기자동차 금속)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실버불리온의 

보관소의 특징인 ‘보유’와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만 법적 소유권이 적용되므로 임

대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롭게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소유권을 제공하기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은 실버불리온의 대차대조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6. you understand what intermediaries (the counterparty chain) stand between you and 

your bullion? 

고객과 귀금속 매매업자 사이에 어떤 중개인(거래상대방 관계)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Storing bullion and base metals, is based on a chain of trust and a set of legal contracts that 

extend from the customer, through intermediaries, all the way to the vault or warehouse where 

the metals are stored. Each link implies additional legal, jurisdictional and financial exposure, 

so the fewer the number of links, the better. Because it is an industry practice by dealers not 

to fully disclose to customers where or with whom bullion is stored or which repatriation and 

Force Majeure clauses are in effect, the customer would know only about the first link of his 

storage counterparty chain and have little real understanding how vulnerable their bullion is in 

a systemic crisis. 

중개인 또는 보관소를 통해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는 금속 및 귀금속을 보관하는 것은 고객과

의 연장선인 법적 계약과 신뢰를 기반으로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각 중개인은 추가적인 법적, 

관할권 및 재정적 노출을 의미하므로 중개인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매매업자는 업계의 관습

상 본국 송환 및 불가항력 조항의 영향 또는 고객의 귀금속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은 오로지 첫 번째 보관소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밖에 알지 못하고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이 체계적인 위기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Simplicity 

간편성 

As The Safe House is a subsidiary of Silver Bullion, by storing through S.T.A.R. Storage, you 

effectively reduce your counterparty chain to a single link. The absence of intermediaries means 

that you have legal, financial and jurisdictional certainties. To modify the saying, “the buck starts 

and stops with us”. 

고객은 실버불리온의 자회사인 The Safe House의 S.T.A.R. 보관소 서비스를 사용하여 복잡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중개인을 제거함으

로써 고객에게 관할적, 법적 및 재정적으로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책

임을 실버불리온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The buck stops with me –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의



미) 

 

7. you understand how sound the companies along the counterparty chain are and who are 

behind them? 

거래상대방 관계에 속한 회사가 얼마나 건전하고,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The Safe House, which required extensive initial capital investments, was financed 90% from 

internal funds by Silver Bullion while 10% came directly from Gregor Gregersen, Silver Bullion’s 

founder. Neither Silver Bullion nor The Safe House have any debt and Silver Bullion owns 

210,000 ounces of silver and 1,900 ounces of physical gold and platinum, outright allowing for 

substantial in-stock inventory and thereby enabling customer ownership more efficiently. 

대규모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한 The Safe House는 실버불리온의 설립자인 Gregor 

Gregersen으로부터 10% 그리고 나머지 90%는 실버불리온의 내부 자금으로 조달됐습니다. 

실버불리온 및 The Safe House는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고 있으며 상당한 양

의 귀금속(약 210,000온즈의 은 그리고 약 1,900온즈의 금 및 플래티늄)을 보유를 하고 있으

므로 고객의 소유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Your Counterparty 

고객의 거래상대방 

You can easily find out unbiased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a Singaporean company, such 

as registered company debtors, whether it is audited, in tax compliance, ownership details and 

official capitalization by downloading a BizFile report from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of Singapore. 

싱가포르 기업회계감독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서 BizFile 

보고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감사 여부, 세금 준수, 소유권, 세부 정보 및 자본 총액 등 싱가

포르 기업에 대한 상세하고 공정한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you understand what is and what is not covered by your bullion’s insurance coverage? 

귀금속의 보험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Insurance comes in many guises. For a vault operator insurance is a major cost, thus lowering 

an insurance through exclus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to the bottom line. Depending on 

the type of coverage and an insurance company’s inspection assessment some type of coverage 

might simply not be granted, such as infidelity, which could be deemed too risky for the insurer. 



보험 종류는 다양합니다. 보험료는 보관소 운영자에게 있어 가장 크게 지출되는 비용이고 보

험의 핵심인 조항을 제거 또는 예외사항을 포함시키며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보험 유형 

및 보험 회사의 검사 평가에 따라 내부 범죄와 같이 보험 회사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유형의 보장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surance 

보험 

The Safe House insurance protects your bullion not only from theft and fire but also includes: 

The Safe House의 보험은 도난 및 화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Full infidelity coverage. In essence the insurance will fully cover the possibility of 

inside jobs (TSH staff stealing bullion) for the entire policy amount of SGD 300 million 

per any one loss. 

내부 범죄 보장. 내부 범죄(내부 직원으로부터의 부정 행위)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보

험은 각 분실당 SGD 300,000,000 (현재 SGD 550,000,000)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Full mysterious disappearance coverage. We always felt uneasy storing bullion at a 

vault which would not be liable for mysterious disappearance of bullion. Therefore, it 

was an insurance priority for TSH to ensure this is included. Mysterious disappearance 

essentially covers the possibility of operational errors by TSH for the entire policy 

amount of SGD 300 million for any one loss. 

원인불명에 의한 분실/도난/실종 보장. The Safe House 및 실버불리온은 귀금속이 원

인불명에 의한 실종에 대한 보장 없이 귀금속을 보관한다는 부분에 대해 항상 불편

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Safe House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보험 보장

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운영 오류로 발생 가능한 원인불명에 의한 실종을 포

함하여 보험은 각 개인의 분실당 SGD 300,000,000 (현재 SGD 550,000,000)까지 보장

이 되고 있습니다. 

 

9. you understand what jurisdictions the companies in the counterparty chain are exposed 

to? 

거래상대방 회사가 어떤 관할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A major reason The Safe House was created was that there is little bullion storage capacity in 

Singapore that is not run by a subsidiary of an overseas company, thereby implying direct or 

indirect exposure to European or US governmental regulations which will likely be bearing the 



brunt of upcoming systemic crisis. Such exposure creates legal ambiguity as to what would 

happen if a Western nationalization were to re-occur and is made evident in the Force Majeure 

clause of storage contracts, which typically indemnify the storage provider from “any 

governmental action, by any government”. 

The Safe House가 설립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귀금속 보관소 대다수가 

외국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관소이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체계적인 위기에 유럽 또는 

미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국가의 직∙간접적인 규제로 인한 노출로 서방국유화가 다시 발생할 경

우, 법적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관소 계약에 일반적으로 “모든 정부에 의한 어떠한 조

치”로부터 보관소 공급업자를 보상하는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Force Majeure 

불가항력 

Through The Safe House, being a subsidiary of Silver Bullion, we have full contractual 

transparency along the entire storage chain with no material Western regulatory exposure for 

stored bullion. Although a Western nationalization event or shipping restrictions would affect 

our ability to obtain new bullion and might stop us from accepting US dollars as payment, your 

existing bullion would not be affected by a Western nationalization occurrence. 

실버불리온의 자회사인 The Safe House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귀금속은 서방 국가의 규제로

부터 자유로우며 전체 보관소 체인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계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 국유화 사건 또는 배송 제한 규제로 인해 귀금속 수입 제한과 미국 달러를 이용한 판매 

금지와 같은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명의로 보관되고 있는 귀금속은 서방 국가 국유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0. your chosen jurisdiction is indeed a safe choice? 

실버불리온이 선택한 관할권은 정말로 안전한 선택입니까? 

Why do you claim that Singapore such a good choice for bullion storage? 

귀금속을 보관하기에 싱가포르가 최적인 국가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lthough Singapore has no natural resources, it managed, over the last 50 years, to become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through an excellent educational system, very efficient 

governance, hard work and pragmatism, extremely low corruption and simple but clear laws 

that foster competition and guarantee private property. Although there are no capital gains 

taxes and low-income taxes, the government had budget surpluses 23 times over the last 25 



years and closed 2017 with a SGD 9.6 billion (USD 7.3) surplus. English is the primary language 

along with Mandarin (Chinese), Malay and Tamil (Indian) dialect and the country boasts 

extremely low crime rates. In other words, Singapore is rich, safe and stable which we deem to 

be the criteria for choosing the best jurisdiction for bullion storage. 

싱가포르는 천연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조성과 사유 재산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매

우 높은 수준의 교육, 효율적인 통치, 노고(hard work) 및 실용주의, 낮은 부패와 단순하지만 

명확한 법을 지난 50년 이상 만들고 관리해왔습니다. 자본이득세가 없고 소득세자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5년간 23번의 예산 흑자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SGD 96억(USD 73

억)의 예산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이외에도 표준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인도)를 사용합니다. 매우 낮은 수준의 범죄율을 자랑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부유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가이므로 귀금속을 보관하기에 최적인 국가로 싱가포르를 선

택했습니다.  

 

Storage Fees 

보관 수수료 

 

 

 

 

Resources 

자료실 



▶ Download the Silver Bullion brochure (.pdf) 

▶ Download the Silver Bullion brochure - 华文版 (.pdf) 

▶ Download the Safe Deposit Box Brochure (Updated 15 August 2017) 

▶ Details of transferring your existing bullion to us 

▶ S.T.A.R. Storage FAQ 

▶ User Agreement 

▶ Cumulative Discount Tier Price Chart 

https://www.silverbullion.com.sg/media/silver-bullion-investor%20kit.pdf
https://www.silverbullion.com.sg/PublicImages/SB_Brochure_Chinese_May2016.pdf
https://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brochure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Transfer.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wFAQ.aspx?ID=267
https://www.silverbullion.com.sg/UserAgreement/2018-06-09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wFAQ.aspx?ID=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