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Commitment: 

사업 각오: 

We provide the best wealth protection possible against the three systemic risks of Counterparty, 

Currency and Jurisdiction while providing excellent storage facilities, reliable testing, strong 

insurance and deep buy/sell liquidity for bullion. 

실버불리온은 3가지 제도적인 위험인 거래상대방 위험, 통화 위험 및 법적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최고의 자산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최고의 보관소 시설,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포괄적이고 우수

한 보험 및 높은 귀금속에 대한 매수/매도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BULLION PROCUREMENT AND LIQUIDITY: 

귀금속 조달과 유동성: 

Making a Market beyond the Financial System 

금융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시장 개척 

 

1) Orders for storage or local delivery can be submitted 24/7 through our secure online platform. 

Our 180,000 ounce bullion inventory is published online and transparently priced in near real-

time. 

보관용 주문 또는 국내 배송은 실버불리온의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중무휴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불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180,000온즈의 귀금속 재고는 온라인에 게시

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2) We also provide physical liquidity when you are ready to sell and have some of the highest 

buyback rates in the industry. 

또한 고객이 귀금속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실버불리온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매입율을 가진 

업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3) All bullion traded, transferred and stored is from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finers or mints 

and >= 99.9% pure earning it the Singapore Investment Grade Precious Metal (IPM) 

classification which exempts it from taxation in Singapore. 

매매거래, 이전, 보관되는 귀금속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련소 또는 조폐국에서 발행된 것

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99.9%의 순도로 만들어졌고 싱가포르의 투자용 귀금속(IPM)으로 분류

되어 싱가포르에서 과세 면제 대상입니다. 

 

Our principal sources, by tonnage: 

다음은 당사의 주요 공급업체 입니다: 

                 

 

BULLION AUTHENTICATION: 

귀금속 인증: 

Providing Material Certainty 

물질 파장속도 제공 

 

1) Although crude counterfeits can be easily identified, our concern are secondary market 

advanced counterfeits involving thickly gold plated bars containing tungsten cores, or even 

ceramic alloy silver coins. 

쉽게 제작된 모조품은 어렵지 않게 식별될 수 있지만 당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2의 시장에

서 제작되고 있는 텅스텐 코어 또는 세라믹합금 은에 의해 두껍게 도금된 된 바 또는 동전의 

위조품입니다. 

2) To provide authentication certainties, in 2012, we developed DUX, a testing methodology that 

reliably verifies bullion without damaging them. 

확실한 인증 확인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는 2012년에 귀금속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검증하는 검사 방법인 DUX를 개발하였습니다. 

3) DUX is an acronym that stands for Density, Ultrasound and X-ray Fluorescence testing.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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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measures and compares a different physical characteristic in such a way that even the best 

counterfeits would fail at least one of the three tests. In 2014 we added ECM as an 

alternative/complement to Ultrasound. 

DUX는 밀도, 초음파 및 X선 형광 테스트를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위조된 위

조품이라도 3가지 검사를 모두 통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비교합니다. 2014년에는 초음파의 대체검사인 전기 전도성 검사(Electrical Conductivity Test)를 

추가했습니다. 

4) All DUX test result data is uploaded into a bullion product tolerance database, which records 

and evaluates the test data. Test results are then retrievable online and are either linked to 

specific bars (parcels) or, for non-storage testing, specialized tamper evident stickers are used 

to mark the tested sample. 

모든 DUX 검사 결과는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허용 오차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 다음, 테스트 결과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보관금속(Parcel)에 연결하거

나 보관소를 이용하지 않은 귀금속 검사의 경우 검사 샘플을 표시하기 위해 특수한 스티커를 

사용하여 부착합니다. 

 

             

 

SECURE STORAGE: 

안전한 보관소: 

Leveraging Singapore Protections, free of middlemen 

중간상인 없는 싱가포르의 안전체계 활용인 

 

The Safe House (TSH) is our vault and DUX testing facility in Singapore. TSH provided us with 

massive storage capabilities, eliminated middlemen and removed the inherent regulatory exposure 

that comes with storing at large Western headquartered vaulting companies. 

The Safe House는 실버불리온온의 싱가포르 보관소이자 DUX 검사 시설입니다. 실버불리온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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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소인 TSH는 엄청난 양의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고 중간상인 개입 없이 서구 보관소에서 보관

할 때 발생하는 규제에 대한 노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Thereby providing: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배타적인 싱가포르 규제) 

All storage activities fall under exclusive 

Singapore jurisdiction and we have no 

customer reporting requirements. 

모든 보관소의 규제는 싱가포르 규제에 따라 

운영이 되며 고객 보고 요건이 없습니다. 

 End to End Solution (End-to-End 솔루션) 

We eliminated all middlemen and therefore 

you are not dependent on the solvency or regulatory exposure of third parties. 

실버불리온은 중간상인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제3자에 의해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Optimal Insurance (최적의 보험) 

Bullion stored at The Safe House is covered by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ies in the industry 

The Safe House에서 보관된 귀금속은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Secure Storage Options (안전한 보관소 선택) 

- Parcel Ownership (S.T.A.R.) - See S.T.A.R. Storage for details. 

보관금속(Parcel) 소유권 (S.T.A.R) – S.T.A.R 보관소 페이지 참조 

- Safe Deposit Boxes (SDB) - See Safe Deposit Boxes for details. 

대여 금고 (SDB) – 대여 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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