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Business 

사업 내용 

 

The Safest Place to Store your Silver and Gold 

SILVER BULLION PTE LTD (SB)  

가장 안전한 귀금속 보관장소 – 실버불리온 (SB) 

 

Silver Bullion Pte Ltd (UEN 200907537M) 

provides segregated ownership of gold, 

silver and platinum and focuses on 

minimizing storage, counterparty and 

jurisdictional risks in a manner that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실버불리온은 금, 은 및 플래티늄의 분리

된 소유권을 제공하며 기존 금융 기관에

서는 불가능했던 보관소, 거래 상대방 및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습니다. (UEN 200907537M) 

We eliminate counterparty default risk through legal title ownership (not credit) of authenticated 

property (segregated bullion) and protect the property with 'beyond all risk' insurance (find out 

more). Most importantly, our exclusive local Singapore jurisdiction isolates us from Western 

nationalizations, escheatings or confiscations. 

인증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하며 ‘전액

보험’으로 모든 자산을 보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의 배타적인 법을 이용하

여 서구의 국유화, 몰수 또는 혼란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Why-it-all-boils-down-to-Counterparty-Risk/1909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Three-Common-Bullion-Storage-Misunderstanding/1901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StarStorage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StarStorage
https://www.silverbullion.com.sg/Articles/Detail/Protect-your-Wealth-from-Escheatings-National/1917


Rooted firmly in Singapore we procure and authenticate bullion (485.4 metric tons since 2009), store 

it for customers (420.4 metric tons since 2011) and create liquidity by buying back bullion as well 

as enabling customers to securely lend to and borrow from each other via Secured Peer to Peer 

Lending program.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에서 2009년부터 485.4메트릭톤(metric tons) 가량의 귀금속을 수집 및 인

증하였고 2011년에는 420.4메트릭톤(metric tons)의 고객 자산을 보관하였으며 고객이 안전하게 

자금을 빌리고 대여할 수 있도록 보안된 P2P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With no debt, extensive employee share ownership and enough reserves to operate for over 10 

years without sales, we are here for the very long term and we are an extraordinarily solid 

counterparty for global systemic crises such as mass bank defaults, hyperinflation or gold 

nationalizations. 

부채도 없이 실버불리온의 많은 직원들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매를 하지 않아도 10

년 이상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버불리온은 은행의 대규모 채무 

불이행, 하이퍼인플레이션 또는 금 국유화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Silver Bullion is a member of the Singapore Bullion Market Association (SBMA) and was ranked the 

33rd most entrepreneurial privately owned company in Singapore by KPMG and The Business Times 

(E50).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 귀금속 협회(SBMA)의 회원이며 KPMG와 The Business Times(E50)로부터 

싱가포르에서 33번째로 훌륭한 사기업이라는 평판도 얻었습니다. 

 

Visit our Retail Office 

영업점 방문 

Here you can purchase bullion, authenticate 

bullion, sell bullion to us, open storage accounts 

or simply find out more about us. We are located 

within Singapore's auxiliary police building at 

Centre II next to the Certis Cisco safe deposit 

boxes.  

실버불리온은 싱가포르 Certis Cisco 금고 건물 

옆에 보조 경찰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업점에서 직접 귀금속을 구입, 인증, 판매 또는 보관소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실버불리온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StarStorage
https://www.silverbullion.com.sg/Info/StarStorage


When you come please ensure you bring a valid form of ID to obtain access to the building, and 

proceed to level 3. Once you exit the elevator go through the door on your left, we are located at 

the end of the corridor. 

방문 희망 시, 건물 방문에 있어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고 왼쪽에 있는 문을 통과하시면 복도 끝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The Safest Place to Store your Silver and Gold 

THE SAFE HOUSE SG PTE LTD (TSH) 

가장 안전한 귀금속 보관장소 – The Safe House (TSH) 

 

The Safe House SG Pte Ltd (UEN 

201326241Z), is our vault and DUX testing 

facility in Singapore. TSH, a subsidiary of 

Silver Bullion Pte Ltd, eliminates 

middlemen and removes the inherent 

regulatory exposure that comes with 

storing at Western headquartered vaulting 

companies. 

The Safe House SG PTD LTD (UEN 

201326241Z)는 실버불리온의 소유의 보

관소이자 DUX 검사를 할 수 있는 싱가포

르에 있는 시설입니다. 실버불리온의 보

관소인 TSH는 중간상인 개입 없이 서구 

보관소에서 보관할 때 발생하는 규제에 

대한 노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Our ISO 9001 certified vault can hold over 

600 metric tons of silver, representing over 

1 percent of global known above ground 

silver reserves, and 30 tons of gold and 

platinum. All S.T.A.R. Storage parcels are 

stored at TSH which also hosts vault safe 

deposit boxes. 

ISO9001 인증을 받은 실버불리온의 보관소는 600 메트릭톤 이상(전세계 은 매장량의 1%)의 은을 

보관할 수 있으며 30톤의 금과 플래티늄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관금속은 TSH에 보관이 

되며 대여 금고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Safe House has received excellent insurance inspector ratings, enabling us to have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ies in the industry, including protection from inside jobs 

(infidelity) and mysterious disappearance, the latter typically not being provided by vaults. 

The Safe house는 보험 감독관으로부터 우수한 등급을 받았으며 내부 범죄 또는 원인불명에 의한 

TSH 내부 2.5 톤 UL 1 등급 보관소 문 

고유 특별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2 등급 대여 금고’ 



분실에 대한 보험과 같이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험 정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원인불

명에 의한 분실에 대한 보험은 대부분 해주지 않습니다. 

 

Visit the Vault 

보관소 방문 

Access to the vault must be by prior appointment which can be made either directly with TSH (for 

safe deposit boxes) or through SB (for segregated parcel storage). The Safe House SG implements 

a strict identity card or passport check for all visitors which is enforced by armed Singapore auxiliary 

police officers at the vault. 

보관소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대여 금고는 TSH, 개별 보관금속은 실버불리온을 통하여 사전 예

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The Safe house SG에서는 모든 방문자 방문 시 무장한 경비원으로부

터 철저한 검증을 받을 것이며 반드시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The Safe House provides sealed and insured safe deposit boxes whose content is only accessible to 

the box hirer and his/her authorized representatives, providing a very private storage option for 

either 15.6 kg (500 oz of gold) or 202 kg (6500 oz of silver) per box. Read more about our Safe 

Deposit Boxes. The Safe House also provides secure Bullion Storage services. 

The Safe House는 오직 지정된 방문자로부터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밀봉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대여 금고는 1개당 15.6kg (금 500온즈까지) 또는 202kg (은 6,500온즈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Safe Deposit Boxes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http://www.thesafehouse.sg/SafeDepositBoxes
http://www.thesafehouse.sg/BullionStorage


Our Retail Subsidiary in Malaysia 

SILVER BULLION SDN BHD 

말레이시아 영업점 – 실버불리온 (MY) 

 

Silver Bullion Malaysia, founded in 2015, is 

a subsidiary of Silver Bullion Singapore. To 

date, the subsidiary has sold more than 20 

tonnes of bullion in Malaysia and 

internationally, as of August 2020, sales 

had amounted to RM 150 million. Being 

one of the largest bullion dealers in 

Malaysia, we offer our customers a wide 

range of bullion products to choose from 

and at extremely competitive prices. 

실버불리온 말레이시아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실버불리온 싱가포르의 자회사입니다. 현재까

지 20톤 이상의 귀금속을 말레이시아와 전세계에 판매를 하였으며, 2020년 8월 기준 판매금액은 

150만 링깃(RM)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의 귀금속 유통업체인 실버불리온은 가장 경쟁적인 가격

으로 다양한 귀금속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ur goal is simple, it is to ‘Truly Secure your Wealth’ through physical bullion and we believe that 

all Malaysians should own some physical bull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financial crises or even 

as an inflation hedge caused by endless printing of fiat currencies. We are a one-stop centre for all 

things bullion related, ranging from advisory to state of the art vaulting facilities. 

실버불리온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실버불리온의 목표는 실물 귀금속을 통한 ‘진정한 자산 보호’이

며, 금융위기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정화폐를 계속 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실물 귀금속을 소유해

야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버불리온은 자문에서 최첨단의 금고 설비까지 귀금속과 관련된 모든 것

을 취급하는 원스톱 센터입니다. 

Silver Bullion Malaysia operates in Johor Bahru, Kuala Lumpur and Penang. We also conduct 

seminars periodically and organize trips to The Safe House. 

실버불리온 말레이시아는 조호바루, 쿠알라룸푸르 및 페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미나

를 개최하며 The Safe House 방문을 추진합니다. 

 



SILVER BULLION SDN BHD 

Kuala Lumpur 주소: 

Block A-512, Kelana Centre Point, 

Jalan SS 7/19, SS 7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Johor Bahru 주소: 

Lot 26.02, Level 26 

Public Bank Tower 

Jalan Wong Ah Fook 

800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Penang 주소: 

Block 18, Level 12, Unit E, 

Gurney Tower, 

Persiaran Gurney, 

10250 Pulau Pinang 

Malaysia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am to 6pm 

토요일: 10am to 2pm 

www.silverbullion.com.my 

전자우편주소: sales@silverbullion.com.my 

전화번호: +603-78800289 / +6017 369 5110 (Kuala Lumpur) 

+60 7 220 0289 / +60 18 311 8289 (Johor Bahru) 

www.silverbullion.com.my
sales@silverbullion.com.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