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Story 

사업 이야기 

 

The Safest Place to Store your Silver and Gold 

REASONING FROM FIRST PRINCIPLES 

귀금속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 – 제1원칙 

 

1. During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as 

counterparty solvency fears paralyzed the 

financial world, it became apparent that 

physical bullion is a wealth refuge which is in 

very high demand during a crisis because it can 

address three big issues: Counterparty, 

Currency and Jurisdiction Risks. 

2008년의 금융 위기 시절, 제3자로부터의 상

환능력에 대한 공포로 세계 금융 시장은 마비

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귀금속에 대

한 수요는 엄청나게 높아졌고 실물 귀금속을 

보유하는 것이 부의 피난처라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다음의 3가지의 위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위험, 통화 위험 

및 법적 위험. 

2. Investment grade gold and silver is a liquid assets that does not need to be a liability on 

somebody else's balance sheet and can therefore be physically owned and isolated so that the 

owner need not be a creditor dependent on the 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Counterparty 



Risk]. 

투자용 귀금속(금과 은)은 유동 자산이므로 다른 누군가의 대차대조표에 부채가 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귀금속은 소유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금융 기관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는 채권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위험) 

3. Bullion is also a natural hedge to inflating fiat currencies, which is a huge advantage in a time 

when governments are racing to print money. [Currency Risk] 

또한 귀금속은 신용화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하며 정부가 대량으로 

화폐를 발행할 시기에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통화 위험) 

4. However, throughout history, financially distressed governments have often nationalized or 

confiscated bullion, thereby creating the need for a jurisdictionally safe storage solution. 

[Jurisdiction Risk]. 

역사에서 보았듯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는 종종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국

유화여 몰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줬습니다. (법적 위험) 

5. In 2009, in a financially interdependent world reeling from near-financial collapse, it was 

surprisingly difficult to find a storage solution that could credibly address these three systemic 

risks. A major problem was that the industry was dominated by large, Western based, financially 

interdependent companies whose ties would, by their very nature, expose them to systemic 

risks in ways that made us uncomfortable. 

2009년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세계로부터 재정 붕괴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위에 명시

된 3가지의 위험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보관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산업이 서구에 기반을 두었고 재정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큰 회사들에 의

해 지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위험에 스스로 노출이 되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

들었습니다. 

6. Hence in 2009 Silver Bullion was founded in Singapore to bring silver bullion to this city state 

and leverage the country's excellent jurisdictional protections. 

그러하여 실버불리온은 법적으로 잘 보호가 되고 싱가포르에 귀금속을 들여와 안전하게 보관

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싱가포르에 보관소가 설립되었습니다. 

7. As we grew, we have reasoned from basic principles to develop solid protections against the 

three systemic risks of Counterparty, Currency and Jurisdiction while providing excellent storage 

facilities, reliable bullion testing, optimal insurance, and deep buy/sell liquidity. 

실버불리온은 최고의 보관소, 최상의 품질보장 및 최적의 보험 및 귀금속 유동성을 제공하는 

https://www.silverbullion.com.sg/Singapore


동시에 상대방의 대한 위험, 통화 위험과 법적 위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지키며 성정해왔습니다. 

 

By Gregor Gregersen 

Founder of Silver Bullion & The Safe House 

Gregor Gregersen – Silver Bullion 및 The Safe House 설립자 

 


