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P2P Loans for Borrowers – 대출자 관련 P2P 

 

BORROWERS 

P2P 차입자 

1) Unlock liquidity when you need it and on the terms you want, while maintaining ownership of 

your metal.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기간과 금액만큼 귀금속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As a storage customer owning metal parcels, you can: 

보관소를 이용하는 고객: 

 Use your metal as collateral to get up to 50% of its value 

in cash 

귀금속을 담보로 담보비율(LTV) 최대 50%까지 이용 가능. 

 Set your own interest rate, currency and loan duration 

이용자가 원하는 이자율, 통화, 기간 설정. 

 Enjoy uncomplicated procedures to get the liquidity you 

want, when you want it 

고객이 원하는 유동성을 복합하지 않은 절차로 활용. 

 Bypass credit checks, bureaucracy and fund usage restrictions 

각종 신용 등급 확, 절차 및 자금사용 제한 없음.. 

 Use the funds for any purpose, including buying more metal 

대출 받은 자금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 가능 (예: 귀금속 추가 매입) 

3) When you agree on terms with a lender a contract is created and a lien is placed on the metal 

parcels you choose to use as collateral. When your repay the loan the lien is removed. Your 

ownership of the metal never changes. We only charge a 0.5% administrative fee. 

계약을 동의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담보로 설정하고자 하는 귀금속에 담보 설정이 됩니다. 대

출 상환 시, 담보 설정은 해제가 되며 대출 기간 동안 해당 귀금속의 소유권은 절대 제3자에

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0.5%입니다. 



4) Transferred-in metal can also be used as collateral, so if you store metal at home or with 

another provider, transfer it to us to obtain a loan. Loans always start on the 1st, 8th, 15th and 

22nd of the month, allowing you to roll over funds from one loan to another without downtime. 

대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귀금속은 집과 타 보관소가 아닌 당사 보관소로 이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매월 1일, 8일, 15일, 22일에 시작이 되고 기존 대출에서 새로

운 대출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e the Loan Schedule for more details. The next loan payout is on 15 Sep 2020. 

자세한 내용은 대출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대출금 지급은 2020년 9월 15일입니다. 

 

POPULAR BORROWER USES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Emergency Money 

긴급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You might not need funds now, but it is good to know that your metal enables you to have quick, 

low cost, access to cash if needed. 

고객이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귀금속을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Replace High Interest Debts (Artibrage) 

고이율 대출 상환(차익거래) 

Use your loan to repay higher interest debts such as unsecured loans, credit cards, and mortgages 

in high interest countries. 

신용대출, 신용카드 및 고이율 부동산대출 상품 상환에 활용. 

Purchase Additional Metal 

추가적으로 귀금속 매입을 원할 때. 

You can now pay for metal orders with your upcoming P2P funds, even if the loan payout is not 

until the next Loan Start and is more than two business days away. Just note in the Order Comments 

section that you wish to use your P2P funds for your metal payment. 

대출금 지급이 다음 대출 시작일 전이고 2일 이상 남아 있을 경우, 향 후 발생할 P2P 자금으로 

귀금속 주문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문 요청 시 P2P 자금을 귀금속 대금 지급에 사용한다고 명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Transfer.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P2PReference


시하면 됩니다. 

 

HOW TO BORROW 

차입 방법 

 

자세한 방법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LOAN CONTRACTS 

대출 계약 

Once your loan request is filled and a legally binding contract between the 

borrower and lender is created, Silver Bullion will act as an escrow agent to 

enforce the contract by collecting and disbursing funds between the parties and 

locking collateral. 

실버불리온에서 요청하는 대출에 대해 이용자들 간 대출 계약이 성사될 시, 실버불리온은 에스크

로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 간 계약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Your loaned amount will become available in your P2P account on the Loan Start date. You can 



then have the funds wired to your linked bank account, use them to purchase metal or use them 

for P2P loan purposes. 

대출금은 P2P 계정에서 대출 시작 날짜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을 연결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며 P2P 대여나 귀금속 추가 구입 목적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Should your P2P balance be insufficient to cover an interest, fee or principal repayment you will be 

charged a late fee of 1% of the outstanding amount. Please note that eventual bank wire fees from 

or to your linked bank account will debited to your P2P account. 

P2P 잔금이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연체 시 1%의 수수료가 별도로 계정에서 결제가 

됩니다.  

 

FIND OUT MORE: 

▶ For Lenders 

▶ FAQ 

▶ P2P Funding Options and Start Dates 

▶ Market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ForLender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FAQ/Category/P2P-Loans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P2PReference
https://www.silverbullion.com.sg/LoanListing.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