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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D PEER-TO-PEER LOANS 

개인간 대출(Peer-to-Peer Loans)이란? 

Borrow against your metals when you need it or lend fiat currency in a safe manner. Silver Bullion 

matches borrowers, using their metal as collateral, with lenders who have extra funds (fiat) and who 

want a return with minimal risk. 

고객의 귀금속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

다. 실버불리온은 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연결해줍니다. 

IMPORTANT: Owners of metal cannot lend their assets, they can only borrow against it (we do not 

facilitate gold leasing). 

중요: 귀금속 보유자는 해당 자산(귀금속)을 대여해줄 수 없고,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만 받을 수 

있습니다. 

 

KEY FEATURES 

주요 기능 

 

▶ Borrow Against Your Metals in Storage or Lend Out Your Funds 

To borrow, you need metals in storage as collateral. 

To lend, you need funds in your P2P account (there is no need to own and keep metals 

with us). 

보관소에 있는 고객의 귀금속을 이용하여 대출 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금 대여 가능. 

 대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귀금속 담보를 위해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https://youtu.be/G7AkYM17NRk


 대여: P2P 계정에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은 보관소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

니다) 

▶ Set Your Interest Rate 

Choose the currency (SGD or USD) and duration (1, 6, 12 or 24 months) to lend or borrow. 

Then post via our platform how much you are willing to lend or borrow. When a lender 

and a borrower agree on the terms, a contract is created. 

이자율 설정 

 통화(SGD/USD)와 대출 기간(1개월, 6개월, 12개월 또는 24개월)을 설정합니다. 그 다

음 플래트폼을 이용하여 대출 받고자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여 올려주

시면 됩니다. 이용자와 연결이 되면 계약이 체결 됩니다. 

 

▶ Loans Are Secured By 200%* Worth of Precious Metals and EV Metals 

The lender’s funds are secured at a 2:1 ratio by the borrower’s metals, stored within our 

fully controlled and owned vault: The Safe House. No middlemen are involved. 

대출은 귀금속 또는 금속의 200% 가치로 보안 

 대여해주는 이용자의 자금은 대출받는 이용자의 담보로 하여금 2:1 비율로 안전하게 

설정됩니다. 또한 실버불리온의 보관소에 보관되어 중개인이 없이 더욱 더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month loans and all gold can be funded with a lower ratio of 160% (or about a 62.5% 

loan to value ratio) 

* 1개월 대출에 대한 모든 금은 LTV 62.5% (자산의 160% 이하)를 이용하여 대출 가능 

LOAN DURATIONS AND LOAN-TO-VALUE RATIO 

METALS LOAN DURATION LTV RATIO 

God 

1 개월 

62.5%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Silver, 

Platinum, 

Palladium, 

Nickel & Cobalt 

1 개월 62.5% 

6 개월 

50% 12 개월 

24 개월 

 



HOW DO I GET STARTED 

사용방법 

     

 

 

1. Open a S.T.A.R. Storage account (open account). The account is free to open and does not 

require the purchase of bullion. Once approved you will have the ability lend or borrow. 

S.T.A.R 계정 만들기. 계정 만드는 비용은 무료이며 귀금속을 구입해야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승인된 후에는 대출받거나 대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2. Log into your account and view the current lending offers and borrowing requests from where: 

To borrow either submit your own borrowing request or accept a lender's existing offer. You 

must have either purchased bulllion through us or transferred your bullion to our vault to 

borrow. 

To lend either submit your own lending offer or accept a borrower's existing request. You must 

have USD or SGD funds in your P2P Loan Account (see wire instructions) to be a lender. 

계정에 로그인 후 대출/대여 목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 또는 요청한 대출을 승인 하기 위해서는 기존 목록에서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고객의 귀금속이 실버불리온을 통해 구입하였거나 

실버불리온의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여를 하기 위해선 기존 목록에서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은 P2P 

계정에 SGD 또는 USD가 있어야 합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register.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LoanListing.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p/Department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Transfer.aspx
https://youtu.be/rsjlO_19O0A
https://youtu.be/xfnrFp2eTgI


3. When lenders and borrowers match, a loan contract is created whose payout will occur on the 

earliest 1st, 8th, 15th and 22nd of the month. The next payout / loan start is 15 Sep 2020. 

Contracts can be in SGD or USD and have duration s of 1, 6, 12 or 24 months. 

이용자간 계약이 성사되면 매월 1일, 8일 15일, 22일 금액이 지급 됩니다. 다음 지급일은 

2020년 6월 1일 입니다. 계약은 SGD 및 USD로 가능하며 기간은 1개월, 6개월, 12개월, 24개

월입니다. 

4. On the loan start date, the custodian (Silver Bullion) forwards lender’s funds to the borrower 

and holds collateral. On loan maturity, funds are returned to custodian who then releases 

borrower collateral and returns funds to lender. 

대출 기간이 시작되면 실버불리온(관리자)은 대여자의 자금을 대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귀금

속 담보를 설정합니다. 대출 기간 만료 시 대출자가 자금을 대여자에게 상환할 경우 해당 담

보의 설정을 해제합니다. 

 

FIND OUT MORE: 

▶ More details on Secured Peer-to-Peer Loans 

▶ For Borrowers 

▶ For Lenders 

▶ FAQ 

▶ P2P Funding Options and Start Dates 

▶ Market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Detail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ForBorrower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ForLender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FAQ/Category/Loans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P2PReference
https://www.silverbullion.com.sg/LoanListing.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