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 an asset owner, not a creditor 

채권자가 아닌 자산 소유자 되기 

 

 

Silver Bullion's founder, Gregor Gregersen, highlights how S.T.A.R. Storage ensures that you own your bullion 

(as opposed to merely being owed an allocation by your vault). 

 

(1) The financial industry is almost entirely based on liabilities (referred to as IOUs, short for "I owe 

you"). Once cash is deposited into a bank, it is no longer owned by the depositors, it has 

become a bank asset that can be used for nearly any purpose. Most bullion storage systems, 

while promising some backing, operated in a similar IOU manner as they operate on generic 

quantities of a metal and not specific physical assets that can be owned by the customer. 

금융 산업은 거의 전적으로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이 은행에 입금되면 더 

이상 예금자들의 소유가 아닌 어떤 목적이든 대부분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용되

고 있습니다. 귀금속 보관은 대부분 고객이 소유하는 구체적 물리적 자산이 아닌 순수 금속

의 양으로 보관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차용증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IOU based systems offer great advantages to operators of storage programs because assets 

https://youtu.be/EtVyGYicjrc


stored are property of the dealers/operators. IOU systems are also simple to implement and 

cost effective to run. However, IOU systems have substantial counterparty risk for depositors as 

they may lose everything if the dealer/storage operator becomes insolvent. For this reason and 

for other reasons, while IOU systems tend to be cheaper for both customer and operator alike, 

they are a poor choice if you are seeking to minimize counterparty risk. 

차용증 기반 시스템은 저장된 자산은 중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보관소 운영자에게 큰 이점

을 제공합니다. 차용증 기반 시스템은 구현이 간단하며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차용증 기

반 시스템은 중개인 혹은 보관소 운영자가 파산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예금자

에게 상당한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용증 기반 시스템

은 고객과 운영자 모두에게 더 저렴한 경향이 있지만,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3) A great advantage of owning physical assets, such as bullion or real estate, is that they can be 

owned outright. Real estate for example can be owned because: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는 것의 큰 이점은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the asset owned is clearly defined - such as a land parcel number or an apartment 

number/address - not just a generic description stating "140 square meters". 

소유한 자산(예: 토지, 구획, 번호 또는 아파트 번호/주소)은 단지 "140제곱 미터"라는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의됩니다. 

2. your ownership of the specific asset was legally documented in a manner recognized 

within the jurisdiction it is kept - such as land registry entry and sale and purchase 

agreement. 

특정 자산에 대한 고객의 소유권은 토지 등기, 판매 및 구매 계약과 같이 관할권 내

에서 인정되는 방식인 법적으로 문서화됩니다. 

(4) A key advantage of ownership is that once you become owner of the specific asset, a potential 

bankruptcy of the seller/custodian does not affect your asset ownership because the assets are 

not on the seller's balance sheet anymore. Essentially you have minimal or zero counterparty 

risk. 

소유권의 중요한 이점은 일단 특정 자산의 소유자가 되면 해당 자산이 더 이상 판매자의 대

차 대조표에 없기 때문에 판매자/고객의 파산 가능성이 자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위험이 최소화됩니다. 

 



Creditors can be defaulted upon 

채권자는 간혹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Let us assume that you store a one kilogram gold bar with a bullion storage provider and you 

are given a storage document stating only that a ‘1 kg gold bar’ or ‘1,000 grams of gold’ are 

stored. This is an IOU because you cannot own, and you can only be owed, a generic quantity 

of something and there is no specific bar whose existence can be audited or claimed ownership 

of. 

Moreover, since you are merely owed a quantity of gold you have to trust that the IOU's are 

backed by fully paid gold that is used exclusively for backing those IOUs. This is not always the 

case because: 

고객이 1kg의 골드바를 귀금속 보관소에 1kg 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증서와 함께 보관을 했

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일 뿐이며 특정

하게 어떤 제품이 보관되어 있고 누구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고객은 오로지 차용증에 의해 귀하의 금이 잘 보관되어 있다고 믿는 방법 밖에 없습

니다. 

 as the owner, your custodian / dealer can legally use the stored customer assets as 

inventory to be sold or leased-out to other customers or companies. Hence, 

unbeknown to most customers, the assets are encumbered by the custodian/dealer 

to finance their business. 

고객의 중개인 혹은 수탁인은 고객이 구입하고 보관한 귀금속을 다른 구입자나 회

사에 판매하거나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고객이 알 수 없으

며 중개인 혹은 수탁인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합니다. 

 Your custodian / dealer can back their IOUs with other third party IOUs or only keep 

a buffer gold amount on hand in the belief that more gold can be ordered as needed. 

고객의 중개인 혹은 수탁인은 제3자의 차용증을 그들의 차용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

으며, 필요할 때마다 금을 더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소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If your custodian / dealer cannot provide you with a unique ID, preferably being auditable, then 

you are almost certainly a creditor. If the custodian / dealer categorically refuses a visit or a 

personal audit then the bullion is likely not present, outsourced vaulting, or the storage location 

is simply not presentable. In these cases vault security is often used as a pretext to deny visits, 

see Make-Believe Security for more details on this practice.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faq_5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Three-Common-Bullion-Storage-Misunderstanding/1901


만약에 귀금속 유통업체 혹은 수탁인이 고유한 ID와 특정한 검사를 제공할 수 없을 시, 고객

은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귀금속 유통업체 혹은 수탁인이 방문 및 검

사 요청에 거부할 경우 특정 귀금속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Operators of encumbered IOU systems tend to default eventually. In a crisis, stored bullion that 

doubles as inventory, for example, will be sold out quickly by third parties as physical demand 

will far outpace supply. Once a dealer or a custodian is unable to replace the sold bullion, the 

backing promise will fail and a default becomes a very likely outcome. 

비효율적인 차용증 기반 시스템 운영자는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목록의 두 배가 되는 저장된 귀금속은 수요보다 앞선 공급 때문에 빠르게 매진될 

것입니다. 일단 귀금속 유통업체 혹은 수탁인이 판매된 귀금속을 교체할 수 없게 되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Parcel ownership cannot be defaulted against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1) Asset ownership and transparency are the bedrock foundations of our S.T.A.R. Storage system 

and these enable us to provide industry unique services such as P2P lending which is only 

possible because customers own, and can themselves collateralize their parcels, borrowing and 

lending to each other. 

자산 소유와 투명성은 실버불리온의 S.T.A.R 보관소 시스템의 근간이며 이로 인해 P2P대출과 

같은 업계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 스스로 자금이 필요할 때 

귀금속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2) Using the same example above, when you store the one kilogram gold bar with us, a codename 

of the bar’s manufacturer and its serial number would be used to uniquely identify the parcel. 

See Parcels and Audits. 

예를 들면, 실버불리온에서 고객이 1kg의 골드바를 구입했다면 해당 제품에 적혀있는 시리얼 

번호와 제조사를 이용하여 고유 ID를 생성하고 보유금속(Parcel)에 입력합니다.  

(3) Once payment has been received and the bar is parcelized from Silver Bullion inventory we will 

issue you an invoice stating the parcel serial number and parcel photo. The invoice attests 

under Singapore law the parcel's ownership transfer as of the invoice date. Note that tampering 

with or outright forging an invoice is considered a criminal offense in Singapore, providing a 

strong legal protection to customers. Furthermore, your parcels are well insured against physical 

theft, including inside jobs from us and therefore very little can go wrong.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제품은 실버불리온 재고로부터 분리가 되어 보유금속(Parcel) 시리얼번

호 및 사진과 함께 고객에게 청구서가 전달됩니다. 해당 청구서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청

구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청구서를 변조하거

나 위조하는 행위는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고객의 보유금속(Parcel)은 실

버불리온의의 내부 범죄를 포함한 물리적 도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염려가 

없습니다. 

(4) Once sold, as per the User Agreement, Silver Bullion will act as an agent to store, insure, audit, 

and provide liquidity for the bar on your behalf until you sell it or take delivery of it. Parcel 

ownership ensures that your claim to the parcel will survive the potential dissolution of your 

storage provider and that your parcels cannot be encumbered by anybody but yourself - e.g. 

by using it as collateral for a loan. 

판매 후, 이용약관에 따라 실버불리온은 귀금속을 판매하거나 배송할 때까지 고객을 대신하

여 귀금속을 보관, 보증, 검사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유금속 

소유권은 귀하의 보유금속에 대한 책임지는 보관서비스 공급업자가 파산해도 안전합니다. 

 

Read more on: 

 S.T.A.R. Storage - Truly secure your wealth 

 Parcels types and audits 

 DUX testing and the Genuinity Guarantee 

 Insurance beyond industry standards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https://www.silverbullion.com.sg/UserAgreement/2018-06-09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싱가포르 사법권의 특권 

 

 

Silver Bullion's founder, Gregor Gregersen, speaks about the best jurisdictions to store gold/silver offshore. 

(1) By establishing The Safe House, our 630 ton capacity vault in Singapore, removing middlemen 

and eliminating ties to Western jurisdictions, we ensured that Singapore jurisdictional 

protections are not undermined by foreign regulatory ties in the event of foreign gold 

nationalizations. Gregor Gregersen, the company's founder, even renounced his German 

citizenship and became Singaporean.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에 630만톤을 보관할 수 있는 ‘The Safe House’ 귀금속 보관소를 설립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거하고 서방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외

국의 금 국유화가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 규제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

불리온의 설립자인 Gregor Gregersen은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시민이 되었습니다. 

 

Global vault contracts provide little protection against nationalizations 

https://thesafehouse.sg/
https://youtu.be/LUZ_uDfsVu4


세계의 보관서비스 계약은 국유화에 대비해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1) There is only a small number of vault operators worldwide. Countless bullion dealers and banks 

then outsource the physical storage to these vault operators. This created a two-tier system. 

Bullion dealers outsource to vault operators because it is much easier and requires far less 

capital. Vault operators in turn don't buy or sell assets because it would b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ir dealer clients. 

전세계적으로 오직 소수의 보관소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금속 유통

업체와 은행들은 물리적 귀금속을 이 보관소들에 보관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단

계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귀금속 유통업체는 귀금속 보관소에 보관을 의뢰함에 따라 소량의 

자본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관소는 보관소의 주 고객인 귀금속 유통업체와 

어떠한 충돌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으며 스스로 귀금속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Thus if you store bullion most dealers will in turn store it with one of these globally operating 

storage operators. However, from a systemic risk perspective, having operations in many 

countries also implies exposure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ose countries and ultimately 

the United States. This reality is reflected in the Force Majeure clauses of vault contracts between 

dealers and vault operators which typically state: 

그러므로 대부분의 귀금속 유통업체는 전세계적으로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관소에 귀금

속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위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보관소들

은 타 국가(특히 미국)의 법과 규제에 노출되고 자산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된 딜러와 귀금속 운영자 간의 금고 계

약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Vault Operator] SHALL NOT BE LIABLE under any circumstances whatsoever for: 

Confiscation, seizure, appropriation, expropriation, requisition for title of use or willful 

destruction of the Goods, or portion thereof, by/or under the order of any Government 

(whether civil, military or de facto) and/or public authority” 

[보관소 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에 적혀있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이 지지 않습

니다: 

정부(민간, 군사 또는 유사한 형태) 및 공공 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산 및 상품에 대한 권리 

또는 일부 권리에 대한 몰수 및 압수. 

(3) The clause illustrates the concept of "counterparty jurisdictional risk". In practice this means 

that any gold stored with U.S.-exposed vault operators is subject to U.S. laws, whether the 

bullion is stored physically within the United States or outside the U.S. 



위의 조항은 “상대방 관할권 위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실질적으로 미국에 

보관소가 있든 없든 모든 보관소는 미국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 Executive Order exposure is particularly concerning 

미국의 행정 명령은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습니다.  

(1) On April 5th, 1933, US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issued Executive Order 6102 requiring all 

privately owned gold to be delivered to the government within 25 days, on penalty of up to 

10 years in prison for non-compliance. Refer to our article Protect your Wealth from Escheatings, 

Nationalizations and Confiscations for our thoughts on this matter. 

미국 전 대통령 Franklin Roosevelt는 행정 명령 6102조를 발휘하여 모든 미국 시민들이 사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한 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25일 이내 금을 정부에 내놓지 않거

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까지의 징역을 선고 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Protect your Wealth from Escheatings, Nationalizations and Confiscations” 

(2) Executive orders are made at the discretion of the U.S. President in a near dictatorial manner 

without review or approval from U.S. Congress. Although Executive Order 6102 could be 

interpreted to be in violation of Article 1 Section 10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states "No 

State shall ... make any Thing but gold and silver Coin a Tender in Payment of Debts" it 

nonetheless became law overnight in the United States. 

행정 명령은 미국 의회의 검토 또는 승인 없이 대통령에 의해 독재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

다. 비록 행정 명령 6102조는 미국 헌법 제1조 10항(어느 주라도 금화 및 은화 이외의 것으

로써 채무 지불의 법정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는 하루만에 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Should such an order be issued today it is a near certainty that bullion stored all over the world 

would flow back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never to be returned. Executive Order 6102 

for example mandated that gold be nationalized in exchange for USD 20.67 per ounce in 1933 

(now worth 1,940.20 USD) and when the order was eventually repealed in 1974 there was no 

way to claim back the seized gold. 

이 같은 행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전세계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은 미국 정부에 의

해 몰수 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1933년의 정부에서 행정 명령 6102

조를 내렸을 때 금은 온즈당 USD 20.67로 교환이 되었고 1974년에 행정 명령 6102조가 폐지 

되었지만 몰수 당한 금을 다시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는 USD 1,569.76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Executive_Order_6102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Protect-your-Wealth-from-Escheatings-National/1917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Protect-your-Wealth-from-Escheatings-National/1917
https://www.usconstitution.net/xconst_A1Sec10.html


The Nationalization Event Protection Clause 

국유화로부터의 보호 조항 

(1) Our S.T.A.R. Storage system was designed from the outset not to have any material exposure 

to the United States or Europe and fall only under Singapore jurisdiction. In practice this means 

that we do not recognize the authority of foreign courts and we do not have significant assets 

outside of Singapore that can be used to exert pressure on us. 

실버불리온의 S.T.A.R 보관소 시스템은 고객의 자산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정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오로지 싱가포르 규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

버불리온은 타 국가에서 내려진 법원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타 국가의 정부가 싱가포르를 

통제할만한 어떠한 자산도 충분히 있지 않기에 싱가포르 이외에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Furthermore, as customers own parcels as property, it would be illegal under Singapore law for 

us to surrender our customer's property to a third party, even if the third party is an enforcer 

of a U.S. nationalization order. Our vault subsidiary, The Safe House, also operates only in 

Singapore and ensures this jurisdictional clarity is not compromised.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미국의 과거 사례와 같은 행정 명

령이 내려지더라도 싱가포르는 제3자에 의해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자산도 넘겨줄 의

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버불리온의 자회사인 ‘The Safe House’도 싱가포르에 있으며 오로지 

싱가포르 규제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3) In addition, customers can opt to activate our Nationalization Event protection clause. Should 

you enable this feature – you may set this preference on your account profile - we will freeze 

your holdings and will no longer accept remote orders should we determine that a 

nationalization event had occurred in your country. The clause prevents bullion to be re-

patriated in a nationalization event even if we are instructed to do so by you. You would have 

to fly to Singapore to "un-freeze" your holdings. 

또한 실버불리온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귀금속이 국유화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고객의 계정에 해당 기능을 활성화 시키면 실버불리온은 고객의 국가에서 

국유화에 대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몰수하지 못하고 원격 조정이 되지 않도록 계정을 잠글 것

입니다. 해당 기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고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실버불리온은 요청에 따르

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로 직접 오셔야 됩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thesafehouse.sg/


Why Singapore is Safe 

싱가포르는 왜 안전한가 

 

Wealthy and Stable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 

(1) Singapore is a multicultural English speaking city-state in Southeast Asia. Despite having no 

natural resources, Singapore transitioned from a third world country 50 years ago to become, 

through good government, the country with the third highest per capita income in the world. 

We highly recommend reading From Third World to First: The Singapore Story by former Prime 

Minister and founder of modern day Singapore, Lee Kuan Yew, to understand how this was 

done.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도시/주 입니다. 싱가포르는 천연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인당 소득을 달성한 나

라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싱가포르 이

전 수상이자 싱가포르의 정부를 설립한 Lee Kuan Yew가 쓴 Third World to First: The 

Singapore Story를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The city state has virtually no crime nor corruption, and despite low taxes it has consistently 

recorded budget surpluses. It is the only Asian country to be rated AAA by major credit rating 

agencies. The Economist ranks Singaporeans as having the best quality of life in Asia and 

today’s Singapore is socially very stable, as well as a cultural bridge between Asia and the West 

with English being the primary of four official languages. The country has a welcoming stance 

towards foreign investments. Singapore’s economy is pro-business with free flow of capital. 

싱가포르는 낮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범죄 및 부패

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에서 AAA를 준 국가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유일한 

국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아시아에서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아시아 국가와 서양국가를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합니

다. 싱가포르는 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고 기업친화적이

며 자본유입 및 유출이 자유롭습니다. 

(3) Singapore's monetary reserves are managed by three reserve management entities / sovereign 

wealth fund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GIC Private Limited and Temasek Holdings with 

combined holdings of at least USD 560 billion, or equivalent to USD 167,000 per citizen. For 

https://www.amazon.com/Third-World-First-Singapore-1965-2000/dp/0060197765/


details see: What comprises the reserves and who manages them? 

싱가포르의 통화준비는 3개의 관리 주체/국부 펀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기금, GIC Private Limited 그리고 Temasek Holding입니다. 이 회사들은 1인당 USD 

167,000에 해당하는 USD 560 billio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hat comprises the reserves and who manages them? 

(4) The Singapore Government is exceptional in that it does not borrow to fund its budget. It 

operates on a balanced budget and retired Singapore's last foreign debt in 1995. The 

government however issues debt to provide a local risk-free reference rate, support a domestic 

bond market and provide a guaranteed interest return to the country's self-funding CPF pension 

scheme. Around USD 350 Billion are borrowed for the above purposes and in turn invested in 

higher yielding liquid investment assets, not spent. 

싱가포르 정부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해진 예산으로

만 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에 해외 채권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위험 이자

율 제공, 국내 채권 시장 지원 및 국가의 자체 자금 조달 CPF 연금제도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 3,500억 달러를 차입하였으며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제공합니다. 

(5) Thus, Singapore has no net debt but a number of publications, including the CIA World 

Factbook, have misrepresented gross debt to imply that Singapore is heavily indebted. Refer to 

"Is it fiscally sustainable for Singapore to have such a high level of debt?" and "Understanding 

Singapore Government’s borrowing and its purposes" to understand how this misunderstanding 

arises. 

따라서 싱가포르는 부채가 없지만 CIA World Factbook을 포함한 많은 언론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엄청난 양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부채를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조해주시기 바

랍니다: “Is it fiscally sustainable for Singapore to have such a high level of debt?”와 

“Understanding Singapore Government’s borrowing and its purposes” 

 

Well Defended and Neutral 

중립적이고 우수한 국방 능력 

(1) With a defense budget twice that of its neighbors, an air force comparable to that of Germany, 

one of the world’s most modern militaries and over one million active reservists, Singapore is 

very well defended. 

https://www.mof.gov.sg/Policies/Our-Nations-Reserves/Section-I-What-comprises-the-reserves-and-who-manages-them
https://www.gov.sg/factually/content/is-it-fiscally-sustainable-for-singapore-to-have-such-a-high-level-of-debt
https://www.mof.gov.sg/Portals/0/feature%20articles/PDR_2016.pdf
https://www.mof.gov.sg/Portals/0/feature%20articles/PDR_2016.pdf


주변국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국방 예산(특히 독일의 공군과 비교했을 때)을 사용하며 현대적 

군대와 100만명 이상의 예비군의 노력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안전하게 방위되고 있습니다.  

(2) Singapore armed forces have bases in a dozen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Thailand, New 

Zealand, India, Taiwan and the USA as way to spread military, particularly air, assets and training 

facilities. Singapore uses a Swiss style "Total Defense" doctrine which encompasses military, civil,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defense and even boasts a thriving defense industry. The 

US Marines for example are currently evaluating 16 Singaporean built Terrex II Amphibious 

Combat Vehicles which could become the USMC's primary ACV. 

싱가포르 군대는 특히 항공, 자산과 훈련 시설을 분산시키기 위해 호주, 태국, 뉴질랜드, 인도, 

대만,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군사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군사, 민간, 경제, 

사회, 심리적 방어를 포괄하는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Total Defense'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미 해병대는 현재 미 해병대의 주요 수륙양용차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산 

Terrex 2전투 16대의 차량을 검토 중입니다. 

(3) Singapore's foreign policy is aimed at neutrality and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It is a member of several regional defense agreements and has excellent relations 

with global powers such as USA, China India and Russia. Furthermore, Singapore is the smallest 

country in Southeast Asia, yet it has one of the world most important ports, refineries, logistics 

hubs and financial centers making its independence strategically important to major trade 

powers who see Singapore's stability as crucial for global trade.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외교정책은 중립적이면서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

니다. 또한 여러 국가와 방위 협정 계약을 맺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러시와 같은 강대국

과도 훌륭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

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안전성이 절대적인 주요 무역 강국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독립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정유, 물류 중심 및 금융 센터의 하나입니다.  

 

Ideal for Wealth Storage 

부를 보관하기에 이상적인 장소 

(1) The architect of Singapore's growth, the late Prime Minister Lee Kuan Yew, stated that if he had 

to choose one word to explain why Singapore succeeded, it would be ‘confidence’. 

싱가포르의 성장을 주도한 전 Lee Kuan Yew 총리는 싱가포르의 성공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신뢰(Confidence)'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Singapore has no natural resources so its fortunes were built through good governance, low 

https://www.mindef.gov.sg/web/portal/mindef/home/
https://www.army-technology.com/projects/terrex-2-infantry-fighting-vehicle/


taxes and a strong legal system that protects private property. These conditions attracted 

thousand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located their regional headquarters, trading, 

production, and R&D facilities in Singapore to take advantage of the optimal business 

conditions, English language and the highly educated labor force. 

싱가포르는 천연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통치, 낮은 세금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도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수천 개의 기업들이 그들

의 본부, 무역, 생산, 연구 개발 시설들을 싱가포르에 끌어들이며 최적의 사업 조건, 영어, 최

고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 Thus Singapore's prosperity is built and depends on maintaining these conditions and to stand 

as a champion of free markets, meritocracy, people’s rights to progress and private property. If 

Singapore were to betray these principles it would be akin to an economic suicide and the 

Government is well aware of this. Singapore will therefore protect these principles to a much 

higher degree than other jurisdictions and is very unlikely to mandate Singapore courts to 

enforce blanket foreign nationalizations of Singapore private property. Read our article How 

Geopolitics Could Make Singapore the Most Important Gold Market for more thoughts on this 

subject. 

또한 싱가포르의 번영은 이러한 조건들을 유지하고 자유 시장, 농산물 거래 및 국민의 권리

와 사유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만약 싱가포르가 이 같은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

더라면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와 같았을 것이라고 정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들을 지키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규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것이며 싱가포

르 법원은 국가 내에 있는 자산들을 타 국가의 국유화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ow Geopolitics Could 

Make Singapore the Most Important Gold market.” 

(4) In Singapore there are no capital gains taxes nor sales taxes or duties on IPM gold, silver or 

platinum bullion. IPM bullion is free to move and is not subject to import / export limitations 

or capital controls. Furthermore, physical assets are not financial instruments under Singapore 

law and therefore are not subject to the kind of international reporting requirement typical of 

financial instruments. 

싱가포르에는 자본소득세 및 판매세가 없고 투자 적격용(IPM) 금, 은 또는 플래티늄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투자용 귀금속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수출입에 대한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물 자산은 싱가포르 법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에 

국제적으로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How-Geopolitics-Could-Make-Singapore-the-Most/2041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How-Geopolitics-Could-Make-Singapore-the-Most/2041
https://www.silverbullion.com.sg/FAQ/Category/Bullion#faq-question-1514


Read more on: 

 S.T.A.R. Storage - Truly secure your wealth 

 Be an asset owner, not a creditor 

 Parcels types and audits 

 DUX testing and the Genuinity Guarantee 

 Insurance beyond industry standards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Insurance beyond industry norms 

업계 표준 이상의 보험 

 

 

Our Gold, Silver, Platinum and Palladium Insurance 

금, 은, 플래티늄 및 팔라듐 보험 

(1) Vault insurance - which is referred to as liability protection when applied to your bullion - 

mirrors the risks involved with storing bullion, and thus your bullion is covered for: 

보관소 보험이란 보관되어 있는 모든 고객의 귀금속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 Third party thefts - covered by fire and theft insurance 

제3자에 의한 분실 – 화재 및 도난 보험으로 보상. 

2. Inside jobs - covered by infidelity insurance 

내부 범죄 – 부정보험으로 보상. 

3. Unknown cause losses - covered by Mysterious Disappearance insurance 

https://youtu.be/ahm1f7VrQik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분실 – 원인불명 도난 보험으로 보상. 

(2) Mysterious disappearance covers losses that cannot be otherwise explained and cannot be 

substantiated by police, thereby requiring the insurance to be extraordinarily confident in a 

vaulting company's operations. All Gold, Silver, Platinum and Palladium is stored at The Safe 

House and includes Mysterious Disappearance insurance. 

알 수 없는 원인에 대한 분실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경찰에 의한 입증도 불가

능하기에 보험사는 해당 보관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금, 은, 플

래티늄과 팔라듐은 The Safe House에 보관이 되어있고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분실에 대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3) Do not be misled by the industry term "All Risks". In insurance parlance, the term "All Risks" 

refers to a type of insurance which covers against all risks, unless excluded on a list within the 

policy. Therefore, without a list of exclusions, the term 'All Risks' is effectively meaningless. 

Mysterious Disappearance is typically not covered by most vaults. 

‘모든 책임’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보험 용어로 ‘모든 책임’이란 조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모든 책임’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관소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분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4) The current insurance coverage is up to the amount of SGD 550 million for any one loss. An 

insurance certificate or direct policy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coverage. View the 

Insurance Certificate for Bullion Storage at The Safe House. 

현재 모든 분실에 대한 보험 보상 금액은 최대 SGD 550백만입니다. 보험증서나 증권에 보상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다음 링크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Insurance Certificate. 

 

Our Nickel and Cobalt Insurance 

니켈과 코발트 보험 

(1) As TSH does not have the vaulting capacity to store bulk metals these metals are stored at 

London Metal Exchange (LME) licensed warehouses that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port. LME 

warehouses do not normally provide insurance for bulk metals stored there. 

The Safe House는 대량의 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기에 런던 금속 거래소(LME)로부터 

자격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인근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

https://www.silverbullion.com.sg/Report/TshInsuranceCertificate


는 대체적으로 대량의 금속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We have obtained insurance to cover the Cobalt and Nickel Stored at the LME Singapore 

warehouse through our primary policy. The insurance has a standard coverage including Theft 

and Inside Jobs. 

실버불리온은 런던금속거래소 싱가포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코발트와 니켈에 대해 보상하

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분실과 내부범죄가 포함한 기본적인 보상범위를 가

지고 있습니다. 

 

Vault Visits, Security and Pretend Security 

보관소 방문과 보안 및 거짓 보안 

 

Security and Pretend Security 

보안 및 거짓 보안 

(1) While vaults visits are necessarily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the unglamorous reality of the 

bullion storage industry is that security is often used as a pretext to hide inconvenient or even 

fraudulent realiti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security. 

금고 방문에는 반드시 특정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지만 보관소 산업의 현실은 보안과는 관계

없이 불편하거나 더 나아가 사기적인 현실을 감추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Such faux security might be used to hide the fact that storage is outsourced to third parties 

that do not allow visits; or that it is stored in a manner of condition that is embarrassing to 

show; or the bullion might not be present in the first place. 

거짓 보안이란 보관소 운영자는 고객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관소에 귀금속이 보

관되어 있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거나 또는 보관소가 떳떳하지 못하여 보관되어 있는 

귀금속을 보여주기 곤란할 때 입니다. 

Practical vault security encompasses three primary controllable risk factors: 

실용적인 금고보안을 위한 3가지 주요 관리요소: 

 Prevention of Third Party Theft - Assessed and covered by Theft Insurance 

제3자에 의한 도난으로부터 예방 – 도난 보험 가입여부. 



 Prevention of Inside Jobs - Assessed and covered by Infidelity Insurance 

내부 부정행위로부터 예방 – 부정보험 가입여부. 

 Prevention of Operational Errors - Assessed and covered by Mysterious Disappearance 

운영 실수에 대한 예방 – 원인불명에 의한 실종 보험 가입여부. 

(3) While most people tend to think of theft by outsiders as the biggest insurance problem, in a 

place as intrinsically safe as Singapore, outside theft tends to be the least likely of the three 

risks mentioned above. Infidelity and Mysterious Disappearance are more important concern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ict processes, internal checks and third party auditing checks 

to prevent loss of bull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발생 가능한 도난에 대한 보험여부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을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곳이며 위에서 언급된 위험 요소 중 외부로부

터 도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내부 범죄와 원인불명에 의한 실종에 대한 우려

가 더욱 크며 엄격한 절차, 내부 점검 및 귀금속 분실을 방지를 위한 제3자의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4) Needless to say, a facility's security rating is not based on how well the facility is hidden from 

its customers - a clear security as pretext sign- but is assessed by the facility’s insurance 

underwriter(s) who, by being required to pay on an insured loss, have a keen interest to 

comprehensively evaluate and price the facility’s storage risks and determine the extent and 

costs of the insurance policy. 

보관소의 보안 등급은 고객들에게 얼마나 비밀유지가 되고 잘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

니다. 보관소에 대한 등급은 보관소에 대한 보험 심사관에 의해 평가되며 보험 회사는 보험

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의 보관 위험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5) Such security assessments are conducted by "Species Inspectors" whose feedback then 

determines insurance eligibility and costs. Vault procedures that minimize the possibility of 

operational errors and maximize transparency through redundant checks, division of roles, and 

effective internal monitoring form a large part of this assessment. 

이러한 보안 평가는 "검사관"에 의해 수행되며 그들의 피드백에 따라 보험 적격성과 비

용이 결정됩니다. 중복 검사, 역할 분담 및 효과적인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상의 오

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보관소 절차는 이 평가의 대부분을 구성합

니다. 

 



The Safe House SG - The most advanced vault 

The Safe House SG – 가장 진보된 보관소 

(1) Our vault, The Safe House, which is a subsidiary of Silver Bullion Pte Ltd, received a "No 

Improvement Required Recommendation" grading from the species inspectors (who conducted 

the assessment on behalf of a policy underwriter). 

The Safe House는 실버불리온의 자회사이며 검사관으로부터 “개선 요구 사항 없음”이라는 평

가를 받았습니다. 

(2) This being the highest assessment grade, it allowed us to cover our storage customers against 

the aforementioned “mysterious disappearance” at a reasonable rate. This assessment was made 

partly due to "BlueSys", our vault management system that resides on our secured offline 

network and controls every vault movement. 

검사관으로부터의 평가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평가이며 이로 인해 고객들에 대한 

원인불명에 의한 분실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부분

적으로는 실버불리온의 안전한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모든 보관소 이동을 제어하는 관리 시스

템인 "BlueSys"때문입니다. 

 

The Safe House SG 

(3) BlueSys divides vault staff into three independent functional groups as follows: 

BluSys는 보관소 담당자를 3개의 독립적인 기능 그룹으로 나눕니다: 

1. Secure Logistics: Staff that interacts with customers and transactees 

배송담당: 고객 및 거래 담당자와 연락 담당. 

2. Vault Operations: Staff that handles bullion and crypto 

보관소 운영: 귀금속과 암호화폐 담당. 

https://youtu.be/Odhif6ZfUoc


3. Security: Auxiliary police officer(s) that identifies visitors and provides armed security 

보안: 무장한 보안 담당자로서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 

(4) BlueSys further splits vault operations, such as a bullion deposit, into sub-tasks which we call 

"tickets" that must be performed in sequence by the functional groups in a manner that ensures 

checks and balances designed to minimize errors and ensure process adherence. 

BlueSys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준수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고 점검 및 균형을 보장

하는 방식으로 기능 그룹에 의해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는 "티켓"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하

위 작업으로 보관소 작업을 분할합니다. 

(5) The Safe House processes are ISO 9001 certified and it is licensed by Singapore Customs as a 

tax-free storage zone allowing us to store items tax free that would normally be taxable in 

Singapore. 

The Safe House는 프로세스 ISO9001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포르 세관은 이를 면세 구역으로 

지정하여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품목을 면세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In addition, The Safe House has an integrated DUX testing laboratory to test incoming bullion 

and EV (electric vehicle) metals and offers fully insurable Safe Deposit Boxes for customers up 

to 202 kg storage capacity. 

추가적으로 The Safe House에 들어오는 모든 귀금속과 전기자동차 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통

합 DUX 검사소가 있으며 전액 보험이 가능한 최대 202kg의 대여 금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 The BlueSys was developed by Little Bit Pte Ltd, the software development subsidiary of Silver 

Bullion. The BlueSys was extended to implement the Gregersen-Gono Physical Crypto Storage 

Standard in 2018 allowing for Insured Crypto Storage. 

BlueSys는 Silver Bullion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Little Bit Pte Ltd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BlueSys는 2018년에 Gregersen-Gono물리적 암호화폐 보관 표준을 구현하도록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된 암호화폐 보관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Read more on: 

 S.T.A.R. Storage - Truly secure your wealth 

 Be an asset owner, not a creditor 

 Parcels types and audits 

 DUX testing and the Genuinity Guarantee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DUX testing and the Genuinity Guarantee 

DUX 인증과 진품 보장 

 

 

In this video, we share the basic principles of testing gold and silver 

to equip you with knowledge to avoid buying counterfeit bullion. 

 

1) When you purchase and/or store bullion with us, we guarantee that these bullion are genuine 

and are either purchased directly from the mint or fully tested using DUX. 

고객이 당사로부터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보관소를 이용하실 때, 당사는 DUX 검사를 통해 진

품여부를 확인하며 조폐국으로부터 구매된 것인지 확인해드립니다.  

2) In the unlikely event that the bullion purchased and/or stored with us turns out to be a fake, 

counterfeit, or of a significantly lower purity as stated in the product, we will provide a 

replacement of your bullion with the same type or if the type is unavailable, with a similar type 

of bullion with the same or better purity. See clause 5.4 Genuinity Guarantee in the User 

Agreement for more details. 

실버불리온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보관중인 귀금속이 표시되어 있는 설명보다 순도가 낮거나, 

https://www.silverbullion.com.sg/UserAgreement#ua-clause-5.4
https://youtu.be/15PD65fNny8


모조품 또는 다른 금속과 합성된 제품일 경우 실버불리온은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드리며 

제품이 매진 되었을 경우 유사한 형태의 제품 또는 더 높은 순도의 제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의 5조4항 품질 보장을 참조하십시오. 

3) Our primary testing mechanism is DUX, a reliable non-destructive testing methodology, which 

we created in early 2012. Over one-million ounces of Bullion has been DUX tested and results 

can be retrieved online using a specific test ID or the associated parcel. 

주요 검사 방법은 2012년 초에 개발된 신뢰성이 높은 비파괴검사방법인 DUX입니다. 백만 온

즈 이상의 귀금속을 DUX를 이용하여 검사해 왔으며, 결과는 구체적인 검사 ID 혹은 관련 보

관금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4) DUX is an acronym that stands for: 

DUX는 다음을 뜻합니다. 

 Density 

Density – 밀도 

 Ultrasound 

Ultrasound – 초음파 

 X-ray Fluorescence 

X-ray Fluorescence – X선 형광 분석기 

5) By combining three tests which measure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s we achieve high 

testing reliability. Following are details: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세가지 검사를 결합하여 높은 테스트 신뢰성을 달성합니

다. 다음은 세부 정보입니다: 

 

Test 1 – “D” for Density 

1) The first test we conduct on the coins and bars is Density / Mass. The analytical balances that 

we use are highly sensitive and require frequent calibration by approved vendors. The reason 

why we conduct this test first is because most fake bullion out in the market deviate from the 

genuine ones by mass. Through precision weighing, we can quickly and reliably screen out 95% 

of the fakes that are out there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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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에 대한 첫 번째 검사는 밀도와 질량에 대한 검사입니다. 실버불리온이 사용하는 계량

분석기는 매우 민감하여 승인된 유통업체로부터 꾸준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버불리온

이 먼저 이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가짜 금괴가 실제 제품과 질

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계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5%의 가짜 제

품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Investment Grade bullion should be within a small range above its stated mass. This is becaus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the mint must compensate for trace amounts of impurities 

present by giving small amounts (at least a few milligrams) of extra metal. This will ensure that 

the minimum given metal is always provided for. 

투자용 귀금속은 정해진 질량에서 매우 작은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조폐국은 생산 과정

에서 충분한 금속이 첨가되지 않아 발견이 될 경우, 미달되는 만큼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

다.  

3) It is also possible for genuine bullion to be slightly below its stated mass due to excessive 

polishing or scratching which can result in very small mass loss. This is very rare however. 

또한 과도한 광 또는 긁힘으로 인해 매우 적은 질량의 손실을 초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귀금

속에 표시된 질량보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Test 2 – “U” for Ultrasound 

1) Despite precision mass measurement, test results can be misled by high-quality fakes made of 

advanced composite bars and alloys. These high-quality fakes can have masses that measure 

exactly the same as genuine bullion items. However, metals with similar densities can exhibit 

very different ultrasonic properties, therefore making ultrasonic an excellent complement to the 

density test. By complementing precision weighing and Ultrasonic Thickness Measurement 

(UTM),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a fake bar to pass both tests. 

정밀한 측정에도 불구하고 고급 복합 철근과 합금으로 만든 고품질의 귀금속 모조품에 의해 

질량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귀금속 모조품은 실제 귀금속 제품의 질량과 똑같이 

만들 수 있으나 아무리 밀도가 비슷한 금속이더라도 매우 다른 초음파 특성일 보일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밀도 검사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검사입니

다. 모조품은 정밀한 계량 검사와 초음파 두께 측정(UTM) 검사 방법으로 인해 두 가지의 검

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2) Ultrasonics tests measure a whole range of properties. The property that we focus on is called 

“Celerity”. Celerity is the velocity at which sound waves travel through the metal. The Celerity 



of every element is characteristic to that element and can vary greatly: 

초음파 검사는 광범위하게 특성을 측정합니다.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그 특성은 "Celerity"이

라고 불립니다. Celerity는 음파가 금속을 통해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모든 요소의 Celerity는 

해당 요소의 특성이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lver: 3,650 meters / second 

은: 3,650 미터/초 

 Gold: 3,240 meters / second 

금: 3,240 미터/초 

 Tungsten: 5,174 meters / second (approx. 38% different from gold) 

텅스텐: 5,174 미터/초 (금 대비 약 38% 차이가 남) 

 Platinum: 3,260 meters / second 

백금: 3,260 미터/초 

3) For example, a typical 10 oz Credit Suisse gold bar that is 8mm in thickness would give a 

reading of approximately 8mm in an ultrasonics measurement. If it was a gold-plated tungsten 

bar, the ultrasonics measurement would read only 5.0 mm. This is because sound waves travel 

at a much faster velocity (see above) through tungsten therefore resulting in a much lower 

reading. UTM can also be used to detect hollow areas inside the bar. 

크레딧 스위스 골드바 10온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두께는 8mm이며 초음파 

측정 시 약 8mm의 판독 값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으로 도금된 텅스텐 바였다면 초

음파 측정은 단지 5mm만 가능합니다. 이는 음파가 텅스텐을 통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

하기 때문에 낮은 측정치가 나옵니다. UTM은 또한 금괴 내부의 빈 영역을 감지하는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UTM Tungsten Test Results 

 

Test 3 – “X” for X-Ray 

1)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or XRF in short, is a technology used to quickly and reliably 

identify the metals present in a sample as well as measure its purity. Results can be obtained 

reliably within 20 seconds of testing with up to 0.01% accuracy. 

https://www.silverbullion.com.sg/Product/Detail/Gold_10_oz_Credit_Suisse_bar


X선 형광 분석기(이하 XRF)는 귀금속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순도를 측정하

는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결과는 최대 0.01%의 검사를 20초 이내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In an XRF Spectrometry test, the metal is being exposed to broad-sprectrum X-Rays emitted 

by the spectrometer. The metal will then interact with the X-Rays and emit X-Rays of 

characteristic wavelengths/energies. The detector present in the spectrometer will analyse these 

X-Rays and provide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metal sample. 

XRF 분석 검사에서는 금속이 분광계에서 방출되는 넓은 스펙트럼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다

음 금속은 X-ray와 상호작용을 하여 특징적인 파장/에너지의 X-ray를 방출합니다. 분광계에 

존재하는 분석기는 이러한 X-Ray를 분석하고 금속의 상세한 구성을 제공합니다. 

3) Although extremely powerful in detecting surface composi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XRF spectrometry is a surface composition analysis. It cannot penetrate beyond the immediate 

subsurface (~20 microns). Having said that, the test can still be used to detect gold plating but 

not strong enough to detect advanced hollowed out gold bars. 

표면 구성을 검출할 때는 매우 강력하지만 XRF 분석 검사는 표면 구성 분석이라는 점을 알

아야 합니다. 표면을 넘어서 (최대 20 마이크론)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

사는 금 도금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정밀하게 제작된 귀금속 모조품을 검사하기

에는 이 방법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4) Because XRF Spectrometry is merely analyses the metal surface, it not enough to reliably test 

bullion, but in conjunction with UTM and Density Tests this combined DUX tri-standard is very 

reliable and is industry leading in non-invasive bullion testing. 

XRF 형광 분석은 금속의 표면을 통한 검사만 가능하여 귀금속 검사에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

만 UTM과 밀도 검사가 결합되면 DUX 검사는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귀금속 검사 업계를 선

도할 수 있습니다. 

5) Below is a snapshot of “X-Ray fluorescence Details” section found in our DUX test report. The 

reading below shows such a test on gold-plated tungsten bar. High nickel content on the 

surface is common for gold-plated tungsten bars.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당사가 제공하는 DUX 검사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X-선 형광 분석

에 대한 자세 내용입니다. 금으로 도금된 텅스텐 바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금으로 도금된 

텅스텐 바는 대부분 표면에 니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X-Ray Test Results 

 

Putting it all together - The DUX Bullion Testing System 

종합적인 검사 – DUX 귀금속 검사 시스템 

1) A test is reliable when it is performed in accordance to very strict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These procedures are enforced by custom software that interfaces directly with our testing 

instruments, giving traceability and minimises human error in the test results.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행하면 신뢰성이 높은 검사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검

사 장비와 상호 작용하는 맞춤형 소프트웨어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서 인간으

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추적하고 최소화 시킵니다. 

2) Readings obtained from the testing instruments will be verified against an online database of 

parameters that are unique to different products. Through verification, we can conclude whether 

the item passed or failed the bullion test. Below is a sample test report: 

검사 장비로부터 얻은 판독치는 서로 다른 제품의 고유한 파라미터에 의해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를 통해서 또 한번 검증됩니다. 검증을 통하여 당사는 귀금속 검사를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UX Test Results by Section 

3) Aside from printed test reports, the DUX test results can also be retrieved online. 

인쇄된 검사 결과표가 아닌 온라인으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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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o identify and mark the tested bullion we offer our clients the option to use our uniquely ID 

Tamper Proof Labels (TPLs) to link the tested bullion item with their respective online test results. 

검사를 마친 귀금속을 식별하고 표시하기 위해 당사는 고유 ID TPLs(Tamper Proof Labels)를 

사용하여 검증된 귀금속을 온라인 테스트 결과에 올립니다. 

5) If you have any questions pertaining to our testing service or wish to have your bullion tested, 

you may schedule an appointment with us at testing@silverbullion.com.sg, call us at +65 6100-

3040 or read the DUX Testing FAQ. 

검사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귀하의 귀금속에 대한 검사를 원하실 경우 다음의 

주수로 이메일(testing@silverbullion.com.sg)을 보내 검사 예약을 해주시기 바립니다. 유선

(+65-6100-3040) 또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UX 

Testing FAQ. 

 

Find out more: 

 S.T.A.R. Storage - Truly secure your wealth 

 Be an asset owner, not a creditor 

 Parcels types and audits 

 Insurance beyond industry standards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testing@silverbullion.com.sg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wFAQ.aspx?ID=29
https://www.silverbullion.com.sg/ShowFAQ.aspx?ID=29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Parcels-and-Auditing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Parcels 

보관금속 

 

A parcel is uniquely identified physical property, audited, fully insured, guaranteed to be genuine 

and subjected only to Singapore law. Parcels can be securely stored long-term, traded near spot 

prices, taken delivery of or collateralized to obtain secured Peer-to-Peer Loans. 

실버불리온의 보관금속(Parcel)은 고유한 방식으로 식별되고 외부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으며 전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품을 보증하며 오직 싱가포르의 법만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실물 시세와 유사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송

을 받을 수 있으며 P2P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very quarter, bullion in The Safe House Vault is audited 

 

Featured Parcels 

Parcel 특징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Insurance-Beyond-Industry-Norms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Singapore-Jurisdiction
https://youtu.be/gQVaci1UiSk


 

 

 

Parcel Tracking and Auditing 

Parcel 추적과 감사 

1) Our S.T.A.R. Storage system was built to create and manage individual parcels and is integrated 

with our accounting system to reliably track the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invoices, 

purchase orders and parcels over time. The system was later upgraded to incorporate DUX 

Testing (2012) and Secured P2P Lending (2015). 

실버불리온의 S.T.A.R 보관소 시스템은 개별적인 보관금속(Parcel)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회계 시스템과 통합되어 청구서, 구매 주문서 및 보관금속(Parcel)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높은 신뢰성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DUX 검사(2012년)와 보안된 

P2P 대출(2015년)이 포함되도록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 A parcel based segregated ownership system is inherently transparent and, to an extent, self-

auditing because customers have great insight into the assets they own. They can check their 

ownership against the parcel ownership list which serves as the master record for all parcels 

and is made available to all customers. Furthermore, the traceability of parcels through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aspx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Gold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Silver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Platinum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Palladium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Cobalt
https://www.silverbullion.com.sg/Asset/Nickel


documents means that any potential mistakes will be quickly spotted by staff, customers or 

auditors and corrected. This creates powerful checks and balances, resulting in a reliable and 

stable system. 

고객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개별 소유권 시스템은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점검

이 가능합니다. 모든 고객은 The Safe House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마스터 목록을 볼 수가 

있으며 이 목록을 통해 각 보관금속(Parcel)에 대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

서 추적을 통해 직원, 고객 및 감사로부터의 잠재적인 실수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강력한 점검과 균형을 만들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3) While systems whereby bullion ounces are owed (IOU) tend to be black boxes - akin to a bank 

in that funds are not traced individually and they are legally owned by the bank - the S.T.A.R. 

Storage functions more like a blockchain as each parcel is tracked from creation to delivery 

with documents issued to certify parcel events such as a change of ownership or physical 

movement of a parcel. 

은행에 보유되고 있는 귀금속은 개별적으로 추적이 되지 않고 법적인 소유권은 은행에게 있

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S.T.A.R 보관소의 시스템은 보관금속(Parcel)가 생성된 후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배송까지 발행된 서류로 인해 추적되기 때문에 블록 체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4) This is best illustrated by understanding a parcel's life cycle and the corresponding documents 

created. 

다음은 보관금속(Parcel)의 수명 주기와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여줍니다: 

1. A parcel must first be created from existing Silver Bullion inventory. The parcel creation 

process includes a photo of the parcel being taken and uploaded (Doc4) and may 

also include a DUX genuinity test (Doc5). 

보관금속(Parcel)은 실버불리온 재고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해당 

물품의 사진과 DOC4가 첨부되며, 추가적으로 DUX 진품 검사(DOC5) 진행됩니다. 

2. The specific parcel is then sold to a customer via an invoice (Doc3) which evidences 

the transfer of parcel ownership and removes the parcel from Silver Bullion's inventory. 

이렇게 만들어진 보관금속(Parcel)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서 고객에게 소유

권이 이전된다는 인보이스(DOC3)과 함께 고객에게 판매가 됩니다. 

3. The issuance of invoices and purchase orders in turn updates the Parcel Ownership 

List (Doc1), both will later be audited by third party auditors (Doc2). 

청구서와 주문서는 보관금속(Parcel) 소유권 목록(DOC1)에 올라갈 것이며 외부로부



터 검사를 받습니다. (DOC1) 

4. Should the parcel be used as collateral in a lending contract (Doc6) the Parcel 

Ownership List will also reflect the loan contract number next to the parcel (Doc1). 

해당 제품이 대출 계약(DOC6)에 담보로 사용될 경우, 소유권 목록(DOC1)에 해당 제

품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5. If the parcel is sold back to us a Purchase Order (Doc3) will reflect the transfer of 

ownership back to Silver Bullion inventory in return for payment and the Parcel 

Ownership List is updated (Doc1). 

해당 제품이 실버불리온에게 판매될 경우 판매 주문서(DOC3)와 함께 소유권은 실버

불리온의 재고로 변경될 것이며 보관금속(Parcel) 소유권 목록의 업데이트와 함께 고

객에게 판매 대금이 지불될 것입니다. 

6. The parcel can then be resold using a new invoice; or eventually the parcel's life will 

end when it is taken delivery of or withdrawn by an owner. 

해당 제품은 다시 새로운 청구서를 통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보관금속(Parcel)이 

배송되거나 고객이 철회할 때 보관금속의 주기는 끝납니다. 

5) The following is a list of sample documents, each listing affected parcels, and their purpose. 

다음의 문서는 보관금속(Parcel)의 문서를 보여주는 샘플 문서입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Report/TshVaultAudit
https://www.silverbullion.com.sg/Storage/Be-An-Asset-Owner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Dux


6) While our financial auditors, Ernst & Young LLP, a Big Four accounting company, maintains a 

great reputation, it is the parcel tracking and the associated interested parties for each 

transaction that make the system strong. Interested parties are: 

Ernst & Young LLP는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이며 보관금속(Parcel)

의 추적과 거래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하게 감사를 하고 있으며 있는 회계법인 

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ur staff, including the company comptroller whose primary task is to reconcile 

transactions. 

모든 거래들을 다루는 실버불리온의 직원들. 

2. Customers who naturally check their Invoices, Purchase Orders, P2P Loan Contracts and 

possibly their parcels on the Parcel Ownership List. 

청구서, 판매 주문서, P2P 대출 계약 및 보유금속(Parcel) 소유권 목록을 확인하는 고

객들. 

3. Bullion Auditors, who are hired quarterly to physically inspect parcels against the Parcel 

Ownership List. 

보유금속(Parcel) 소유권 목록을 위한 분기별로 채용되는 귀금속 검사관들. 

4. Financial Auditors, who do a much more thorough check reconciling the company's 

books, invoices, PO and physical parcel audits. 

회사의 장부, 청구서, 구매주문과 물리적인 보관금속(Parcel) 검사들을 대조하는 회계

감사자. 

 

Custom Audit Option 

맞춤형 검사 

Additionally a custom audit can be arranged. Custom audits can be conducted either by a customer 

or by nominating a trusted representative and would involve a visit to the vault in Singapore and 

retrieval of a parcel properties to be audited. A minimum audit charge will be due. 

맞춤형 검사가 가능합니다. 맞춤형 검사는 고객이 직접 수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검사관

을 직접 지명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금고를 방문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맞춤

형 검사를 원하실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Drilldown Interface Examples 

드릴다운 인터페이스 예시 

The sample "Holdings Overview" screenshots below illustrate the amount of transparency provided 

when tracking your parcels. 

아래에 나와 있는 “Holdings Overview”를 통하며 당사는 얼마나 투명하게 각 Parcel을 추적하는지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Read more on: 

 S.T.A.R. Storage - Truly secure your wealth 

 Be an asset owner, not a creditor 

 DUX testing and the Genuinity Guarantee 

 Insurance beyond industry standards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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