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P2P Loans for Lenders – P2P 대여자 

 

LENDERS 

대여자 관련 

1) With our P2P loan platform, you can lend available funds to a fellow storage customer who 

pledges their metal parcels in S.T.A.R. Storage as collateral (valued at spot price) to secure the 

loan. 

귀금속을 실버불리온의 보관소에 보관중인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 담보(실물 

시세 기준)를 설정하여 자금을 대여해줄 수 있습니다.  

2) As a storage customer with funds in your P2P account, you can: 

보관소 이용 중이고 P2P 계정에 자금을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nd funds and have them secured by 200%* worth 

of collateral.  

귀금속을 200% 담보로 대여, 

*Only the 1-month loans can be funded with a lower 

ratio of 160% (or about a 62.5% loan to value ratio). 

*160%(담보비율 62.5%)이하의 비율로 1개월 대출 가

능. 

 Set your own interest rate, currency and loan duration 

원하는 이자율, 통화, 기간 설정, 

 Rely on timely payments, through the sweeper fund system 

스위퍼 펀드 시스템을 이용해 적시 지불 가능, 

 Enjoy simple online procedures and transparent processes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투명하게 이용 가능, 

 Pay only a low fee of 0.5% of the lent principal 

대여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0.5%. 

3) Should the loan principal not be repaid on time, or should the value of the collateral securing 



your loan fall to 110% of principal, Silver Bullion will liquidate (sell) the collateral to ensure you 

receive principal and interest. Should a scheduled loan payment be late, the Sweeper fund will 

act as a buffer, given funds availability, to ensure timely payments. 

대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되지 않거나 설정된 담보의 가치가 110%까지 하락할 경우, 실

버불리온은 설정되어 있는 담보를 곧바로 매각하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줍니다. 대출 상환

이 늦어질 경우 스위퍼 펀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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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lowing you to choose your interest rates, 

currency and duration. We only charge a 0.5% administrative fee. 

대출은 언제나 매월 1일, 8일, 15일, 22일에 시작이 되고 기존 대출에서 새로운 대출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통화, 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0.5%입니다. 

See the Loan Schedule for more details.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Loan Schedule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POPULAR LENDER USES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Eliminate Storage Payments (If Applicable) 

보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If you also own bullion you can use earned interest to pay your bullion storage charges. 

고객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객의 귀금속 보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이자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Maximize Lending Returns 

수익 최대화 

Obtain great risk/reward returns and re-lend earned interest (roll-over) to maximize your lending 

returns. 

고객의 대여 이자 수익을 최대화하여 최고의 위험 대비 수익과 재대여를 통한 이자수익을 얻으십

시오. 

https://www.silverbullion.com.sg/AboutLoansDetails.aspx#SweeperFund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P2PReference


Protect Your Funds 

자금 보호 

Diversify away from thinly capitalized financial systems and protect your lent funds with 200%* 

worth of collateral, which in turn is fully insured against fire, theft, infidelity and even mysterious 

disappearance. 

기존의 투자금융시스템에서 다양성을 기할 수 있고 고객의 대여금의 가치를 담보의 200% 보호해

주고 화재, 도난, 부정사용 및 애매한 분실에 대해 전액 보험에 가입됩니다. 

*Only the 1-month loans can be funded with a lower ratio of 160% (or about a 62.5% loan to value 

ratio). 

*160%(담보비율 62.5%)이하의 비율로 1개월 대출 가능. 

 

HOW TO LEND 

사용 방법 

 

자세한 방법은 문의해주십시오. 

 

 

 



LOAN CONTRACTS 

대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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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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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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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teral. 

실버불리온에 요청되는 대출에 대해 이용자들 간 대출 계약이 성사될 시, 당사는 에스크로 역할

을 하며 이용자들 간 계약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ind out more: 

▶ For Borrowers 

▶ FAQ 

▶ P2P Funding Options and Start Dates 

▶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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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